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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

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구성하여 실천하고, 운동소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 문제는 첫째, 남자고등학생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업은 어

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에서 변화되는 남자고

등학생의 운동소양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예술융합 체육

수업에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적 실행

연구 및 사례 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절차는 ADDIE 모형에 근

거하여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순으로 이루어졌다. 문헌분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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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심층면담을 통해 개발 원리를 도출한 다음,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구

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발적 동의에 의한 남자고등학생 10명이며, 자료 

수집은 사전 심층면담, 사후 심층면담, 참여관찰, 오성지수검사 등으로 이

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포괄적 분석절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연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소속 대학교의 연구윤리심

의위원회 승인을 바탕으로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및 실천은 다음과 같다. 먼

저, 구성 원리는 1) 배움이 있는 수업, 2) 즐거움이 있는 수업, 3) 소통이 

있는 수업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인(whole person)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배드민턴을 

소재로 총 16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사의 직접지도행동과 간접지

도행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둘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는 1) 능

소양 변화, 2) 지소양 변화, 3) 심소양 변화로 구분되었다. 능소양의 변화를 

보인 학생들은 참여도 및 흥미도의 증가, 경기수행능력의 향상을 나타내었

다. 지소양의 변화를 보인 학생들은 다각적 이해, 지식의 재구성, 분석력 

향상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심소양 변화를 보인 학생들은 설렘과 기다림 

지속, 예술적 영감 획득, 끈끈한 교우관계 형성, 창작의 기쁨 만끽, 연결고

리 형성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개념적으로는 운동능·지·심의 변화를 구분하

여 제시했지만, 실제 변화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 10명

의 연구 참여자 중, 9명의 운동소양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1명의 참여자는 지소양과 심소양은 증가하였지만 심소양의 감소로 인

해 전체적인 운동소양 수준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

술융합 체육수업이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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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융합 체육수업 요인은 1) 내용 

요인, 2) 환경 요인, 3) 교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내용 요인은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은 학생들이 경험한 다채로운 수업 내용으로

부터 도출되었으며, 개방성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환경 요인은 축제성 및 문화성, 협동성 및 비경쟁성으

로 나타났다. 축제성 및 문화성은 즐겁고 신나는 수업의 분위기로부터, 협

동성 및 비경쟁성은 다툼 없이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하는 분위기로부터 

도출되었다. 교사 요인은 열정 및 성실성, 배려 및 감수성으로 나타났다. 

열정 및 성실성은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의 모습에서, 배려 및 감

수성은 섬세하고 자상한 교사의 모습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및 실천

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남자고등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능적 요소가 강조되는 일반

적인 체육수업과 구분되는 점으로, 특히 예술융합 체육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심성적 측면이 주목되었다. 둘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은 능·지·심의 차원에서 모두 변화가 나타났으며, 

오성점수의 사전·사후 측정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운동소양 변화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구자는 이에 

대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셋째, 남자고등학생의 긍정적 운동소양 변화

를 이끄는 예술융합 체육수업 요인은 내용·환경·교사 차원으로 구분되며 

이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융합 체육수업 실천 측면에서 제언하면, 첫째, 남자고등

학생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특성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본보기로서 교사는 운동소양을 포함한 지속

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에 관심을 갖고 노

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업의 실천에 수반되는 환경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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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기 위한 넓고 긴 호흡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 측면에서 

제언하면, 첫째,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의 예술융합 체육수업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술체육 융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현장

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실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예술융합 체육수업, 남자고등학생, 운동소양, 2015 국가교육과정,  

핵심역량

학  번 : 2015-2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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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바야흐로 학교체육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어느 시기에도 체

육 교과가 근자와 같은 주목을 받은 적은 없었다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교육부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초등학교

에 체육전담교원이 배치되고, 중학교의 체육 수업시수가 늘어났으며, 고등

학교의 체육 수업편성이 확대되었다(교육부, 2013). 또한 2009 개정 교육과

정이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되면서 2012년 2학기부터는 전

국의 모든 중학교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의무화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처럼 정규 교육과정 내 체육 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확대 시행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게, 최근 

몇 년 동안 중등교원을 선발하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

쟁시험’에서 체육과의 선발 인원은 가장 많은 교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6학년도(총 568명) 및 2017학년도(총 533명) 시험에서는 17개 시·도를 

통틀어 체육과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 과목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흐

름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교육과정은 오

랜 시간에 걸쳐 거듭 개정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내용적 측면의 변화는 

빈번하였으나,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전인의 양성이라는 목표는 변함없이 

이어져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교육인적자원부, 2007). 체

육 교과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지성(知性), 덕성

(德性), 체성(體性)이 모두 고르게 발달한 전인(whole person)교육을 지향한

다(최의창, 2002a). 체육은 이와 같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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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성격을 지닌 교과이며, 학교 교육에서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유일

무이한 교과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Jess, 

2013; Tsangaridou, 2012). 체육 활동이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전인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Fraser-Thomas, Cote & Deakin, 2005)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등학교 체육은 초·중학교 체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내용을 

습득함으로서 체육에 대한 긍정적 안목을 형성하고 평생 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육부, 2015a).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

쳐 이르는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시기의 경험에 따라 평생스포츠

로의 발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박은혜, 2005; 정

태욱, 한진욱, 김태형, 2011).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고등학생들의 다층적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려한 체

육수업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교체육진흥에 있어서 고등학교 체육은 그 흐름의 사

각지대에 놓여왔다. 초·중학교 체육수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강유미, 2009; 

백승현, 2017; 서장원, 2008; 유은정, 2008; 전세명, 2010; 조연우, 2013; 천

지애, 2013; 최창규, 2007; 한민국, 2007, 한유정, 2017; 홍연종, 2016)가 매

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반면, 고등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미진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

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대학입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나라 교육 

문화 및 환경으로부터 고등학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위 주지교과에서 입지를 잃고 주변교과로 치부됨으로서 고등학교 체육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점차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김낭규, 2010).

이로부터 나타나는 고등학교 체육의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승재, 박장평(2000)은 고등학교의 체육 수행평가가 단지 실

기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이는 분명한 문제점을 드



- 3 -

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김용문(2004)은 고등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이 이론보다

는 대부분 실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남기영(2004)은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체육 수업의 형태는 운동장에서 자유 수업을 하는 것

이라고 보고하였다. 임경선(2014)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론보다는 실기 수

업을 선호하며, 또한 구기 종목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고등

학교 체육은 정규 교과로서의 성격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유 시

간, 그리고 기능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리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체육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전인교육이라는 목표와 

그에 대한 수업 내용 및 방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초·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여자고등학생보다는 남자고

등학생의 체육수업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의 남학생들은 신

체적·인지적·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며(권이종, 김용

구, 2016; 박성혜, 2017; Rice, Dolgin, 2009),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나타나고(Rose & Rudolph, 2006), 경쟁성·공격성·폭력성·즉

흥성 등의 성향을 나타낸다(Ken Wilber, 1996). 따라서 남자고등학생들의 

다층적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여왔던 이들의 

체육 수업 정상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최의창(2010b)이 제시하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아이디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체육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체육에 대한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적 

지혜는 체육에 대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종교와 같은 인문적 측면을 융

합적인 방식으로 습득하는 것이며, 이것을 과학적 접근이 아닌 서사적 방

식으로서 체험할 것을 이야기한다. 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설, 그림, 음악 작품 등의 내러티브 체험은 심성을 가다듬는 데에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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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Hochstetler, 2006). 이와 같은 시도가 결국 학생의 

운동소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인(whole 

person)적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우리의 일상

에 매우 가깝게 근접해 있으며, 스포츠예술과 같은 분야는 분명하게 존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연구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최의창, 2010a).

음악과 미술은 타 교과에 비해 감정 조절, 긍정적 자기 존중감 형성 등

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로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한국교

육과정평가원, 2013), 체육은 왕성한 신체적·감성적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

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Sandford, Duncombe, & 

Armour, 2008; Weiss, Kipp & Bolter, 2013). 또한 스포츠와 관련 있는 예술

적 체험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arr, 

2005; Hochstetler, 2006). 즉, 체육에서 신체활동뿐 아니라 인문적 지혜와 서

사적 체험을 함께 경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최의창, 2010b). 

예술체육 융합 교육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부합하는 방향

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결국 이러한 과정은 운동소양에 담

겨 있는 아이디어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체육의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은 온당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운동소양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길러야 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자

질이다(최의창, 2013). 따라서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으로 구성된 운동소양의 균형 있는 발달은, 전인교육이 추구하는 바

와 맥을 같이 한다(최의창, 2010b). 운동소양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이루

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소양 함양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에 깊은 관

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각각의 연구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한다(문경남, 

2017; 백승현, 2017; 한유정, 2017).



- 5 -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의 골자는 ‘핵심역량’이다.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21세기 역량’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통상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로 대표되는 3R, 즉 하드스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면, 이에 못지않게 소프트스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소프트스킬에는 

협력, 의사소통, 문화적 감수성, 공감능력, 창의적 혁신, 자신감 등이 해당

되며, 이는 성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남자고등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석과 같은 요소이다(Roberta & Kathy, 2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심역량-소프트스킬-운동소양’은 서로 유기

적인 관련을 가진다.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6가지 핵심역량은 

체육과의 교과역량 4가지와 연결되며(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이는 다양

한 소프트스킬 요소들과 상응된다. 그리고 운동소양의 세 가지 차원은 이

러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가장 적확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리

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부분의 남자고등학생에게 부

족한 만큼 앞으로 더욱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될 심성적 소양에 주안

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기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자고

등학생 체육수업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긍정적 운동소양 함양과 더불

어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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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함

양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구성하여 실천하고, 운동소양이 어떻게 변

화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며,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첫째, 남자고등학생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

되는가?

둘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변화하는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에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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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예술융합 체육수업

서로 다른 두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련짓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예술과 체육은 그동안 주로 <예술·체

육>의 형태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는 예술과 체육이 개념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적 관련짓기를 도모하는 결합으로서의 방식이

다. 그러나 <예술체육>의 형태는 개념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

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관계 짓기의 방법을 모색하는 융합으로

서의 방식이다(최의창, 2014). 본 연구에서는 체육 수업에서 음악, 미술, 사

진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융합하여 가르치고자 하며, 따라서 이

를 ‘예술융합 체육수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남자고등학생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이루어져왔다. 일반적으로 청

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법에

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국립국어원, 2018). 따라서 고등학생은 청소년기의 가

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구분했을 때 남성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사람을 ‘남

자고등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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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소양

운동소양은 최의창(2010b)이 Whitehead(2010, 2013)의 피지컬 리터러시

(physical literacy)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의 교육 정서에 맞게 재해석한 개

념이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길러야 할 통합적인 

자질 혹은 능력으로서, 운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자질을 의미

한다(최의창, 2013). 즉, 운동소양이란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지칭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한 공립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예술융

합 체육수업은 각 학교의 인적, 물리적, 상황적 환경 등에 의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적용에 의한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든 고등학교의 체육수업에 일반화하는 데 다

소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성격을 지녔으며, 연구의 윤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받아들임에 있어 독자의 주관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예술융합 체육수업과 운동소양의 긍정적 함양이 

완전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단정내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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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인문적 체육교육과 운동소양

가. 인문적 체육교육

인문적 체육교육은 자유교양교육의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전인(whole 

person)교육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인문적 성격을 띠는 철학적, 역사적, 문

학적, 예술적, 종교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여 체육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다(최의창, 2002a). 이것은 기존의 체육교육에서 강조해왔던 과

학적 접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상호 보완적인 관

계일 때 체육의 본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에서는 스포츠

의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함께 강조한다.

1) 인문적 체육교육의 목표

인문적 체육교육의 목적은 학생을 전인(whole person, 참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이 고르게 발달한 상태를 의미하며, 스포츠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인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고 지, 덕, 체가 조화를 이루어 좋은 인성과 품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인문적 체육교육의 내용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체육의 내용은 호울 스포츠(whole sport)로 가르쳐져



- 10 -

야 하며, 그것은 기법적 차원과 심법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있다(최의창, 

2006).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법적 차원이라는 것은 기술, 기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의 외형적 측면이며, 심법적 차원은 반대로 도와 같은 스포츠의 

정신적, 내적 측면이다.

기법적 차원은 ‘르까프 스포츠’로서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보다 강하

게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에서는 운동기술의 향상과 전략이 중

요한 요인이 되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된다. 학

습자(혹은 수행자)는 경쟁에서의 승리와 더 뛰어난 기록을 갱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것은 과정이 아닌 결과 중심적 스포츠로 귀결된다.

심법적 차원은 ‘진선미 스포츠’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참되고, 올바르

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측면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에서는 어느 한 가지

에 치우치지 않고 지덕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학

습자는 경쟁이나 기록갱신보다 공동의 참여와 공정한 시합 등에 관심을 갖

게 되며, 자연스럽게 아마추어리즘 또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같은 스포츠맨

십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호울 스포츠로서의 기법적, 심법적 스포츠를 정

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법적 스포츠와 심법적 스포츠

기법적 스포츠 심법적 스포츠

§ 르까프 스포츠

§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보다 강하게

§ 승리 및 기록 갱신에 대한 욕망

§ 결과 중심의 승리지상주의

§ 운동기술과 전략 위주

§ 과학적 코칭과 훈련

§ 자기 과시

§ 진선미 스포츠

§ 참되고 올바르고 아름다움

§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자질 함양

§ 아마추어리즘과 페어플레이정신

§ 지덕체가 하나로

§ 인문적 코칭과 교육

§ 자기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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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적 체육교육의 방법

인문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기존의 과학적 코칭과는 다른, 호울 티칭

(whole teaching)으로서의 접근하는 방식이다. 즉, 기법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법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기법적 코칭은 과학적 체육교육

에 근거한 것으로서 학습자의 운동수행능력 제고, 경기력 향상, 전술 숙달 

등 신체의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심법적 코칭은 인문적 체육교육 철

학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인간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인교육

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기법적 차원의 체육은 ‘운동을 잘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것은 직접

체험활동으로서 기능, 전술, 게임과 같은 것이다. 반면 심법적 차원은 ‘운

동을 잘 아는 것’으로서 운동에 대한 안목, 정신, 전통과 같은 간접체험활

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운동에 대한 인식이나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

직접체험활동 간접체험활동

w 기술, 전술 연습하기

w 실제 게임에 참여하기

w 관찰, 비디오 녹화를 통한 동작 분석

w 새로운 기술, 전술, 규칙 만들기

w 심판법 숙지하기

w 운동에 관련된 시, 소설, 수필 읽기

w 운동과 연관된 음악 감상, 편집하기

w 스포츠 감상문쓰기

w 스포츠 영화를 보고 감상문 작성

w 우리 동네 생활체육동호회 방문하기

w 신앙생활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역할 

생각해보기

한편 호울 티칭에서는 삼인도(인간, 인성, 인문)의 원칙을 중시한다. 인간

(학생 혹은 선수)에 관해서는 승리를 위한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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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고자 한다. 또한 체성, 지성, 감성, 

덕성, 영성과 같은 오성(五性) 함양을 위해 총체적으로 지도한다. 인문학으

로서의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종교적 측면을 통해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총체적 안목

인 운동안(運動眼)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4) 인문적 체육교사

인문적으로 가르치는 체육교사는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참 좋은 사람’

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즉, 교사 자신이 호울 티처(whole teacher)로서 학생

들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공적 전통으로

서의 체육을 올바르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측면과 인문적 측면을 조

화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이들

의 본보기가 되는 ‘성인군자’로서 4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에서는 4덕과 관련하여 각각 인-어진 마음, 의-멋진 행동, 

예-밝은 표정, 지-고운 말씨 등으로 연결된다(최의창, 2010b). 이와 같은 내

용을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되, 교사 스스로의 모

습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기법적 전문성과 심법적 전문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법적 차원(기술, 전술, 규칙 등)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설명하

기, 피드백주기, 시범 보이기 등의 직접교수활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반

면 심법적 차원(정신, 안목, 태도)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특정한 의

도나 목적을 갖고 행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교육될 수 있도록 부단히 신경 

써야 한다. 수업 뿐 아니라 평소 교사가 보이는 행동, 말투, 열정, 유머, 매

너 등의 모든 요소들이 간접교수활동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정현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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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소양

Margaret Whitehead(2010, 2013)는 체육교육의 핵심 목표가 학습자의 피지

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

해 필요한 동기, 자신감, 신체적 능력, 지식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피지컬 리터러시는 신체적

인 능력뿐 아니라, 열정, 자신감, 지식 및 이해력 등을 총체적으로 강조하

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체육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전인교육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다(문경남, 2017). Whitehead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몸에 

체화된 능력과 잠재력으로서의 피지컬 리터러시는 총체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일생 동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긴 여정으로서 바라보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

서 학교와 가정 및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최의창(2010b)은 Whitehead가 제시한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운동소양(sport 

literacy)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운동소양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

람이 궁극적으로 길러야 할 통합적인 자질 혹은 능력으로서, 운동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자질이다(최의창, 2013). 운동소양은 실제로 운동

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 야구라는 스포츠를 경험할 때, 야구를 잘 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

동 기술의 습득과 훈련뿐 아니라, 야구와 관련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야구에서의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

이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서 올바른 운동소양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몸으로 직접 하고, 머리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각각 ‘운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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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動能)’, ‘운동지(運動知)’, ‘운동심(運動心)’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최의

창, 2013). 운동능은 운동의 기본 동작과 기초 기술 등을 활용하여 운동(스

포츠, 엑서사이즈, 무용, 댄스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신체적이고 

기능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명제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인 자질이다. 운동심은 운동을 하는 사

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태도 및 심성적인 자질을 의미한다. 운동능, 운동

지, 운동심을 고르게 갖춘 사람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운동에 관한 지

식 탐구에 흥미가 있으며, 운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운동 기

능이 뛰어나지 않아 자신감이 떨어지는 남학생, 신체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여학생, 운동에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장애를 가진 학생 등도 스포츠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

고, 스포츠와 관련한 시와 소설, 음악과 영화 등을 감상하는 등의 간접체험

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마음이 생겨날 것이며, 이는 평생체

육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운동소양의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가 발달하면 다

른 요소도 함께 영향을 받아 발달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은 운동안(運動眼)을 가졌

다고 말한다. 운동안은 “자신이 바라보고, 체험하고, 생각하는 운동에 대하

여 독특한 자신만의 관점과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고, 변화

시킬 수 있는 안목과 자신감과 실력이 준비된 상태”로 정의된다(최의창, 전

세명, 2011). 이와 같은 운동안을 지닌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즐

기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편, 운동을 즐기는 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

력을 ‘운동향유력(運動享有力)’이라고 부른다(최의창, 2010b). 운동향유력은 

다시 능향유와 지향유, 그리고 심향유로 구분된다. 능향유는 스포츠를 기능

이나 기술과 같은 신체적 차원으로 즐기는 것이고, 지향유는 스포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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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과 앎을 통해 누리는 것이며, 심향유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자신이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경기를 

관람 및 분석하고,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나 팀을 응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

해 스포츠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다. 

다. 교육과정과 운동소양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불리는 2015 교육과정의 골자는 ‘핵심역량’이다.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이념 및 인간상을 바탕으

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에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b).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래 사회의 역량은 그동안 강조되어왔던 하드스킬(수학, 읽기, 

타이핑 등)을 넘어, 소프트스킬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Roberta & Kathy, 2016). 체육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4가지의 교과 역량

은 적응력, 자율성,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문화적 감수성, 공감력, 책임감, 

팀워크 능력 등과 같은 소프트스킬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운동소양에 관

한 내용은 <표 3>과 같이 교육부(2015a)에서 체육과의 목표로 제시한 교과 

역량과도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문경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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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체육과의 교과 역량과 운동소양의 관계 (문경남, 2017 참고)

교과 역량 의  미
관련 운동소양 

요소

건강 관리 

능력

신체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운동능

운

동

향

유

력

건전한 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구성 및 유지하는 합리적 

사고와 
운동지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운동심

신체 수련 

능력

자신의 신체적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운동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수련 노력을 통해 운동심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운동능

경기 수행 

능력

게임, 스포츠 등 유희적 본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상황에서  
운동능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운동지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운동심

신체 표현 

능력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운동능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운동지

수용하는 능력 운동심

비록 이론적인 접근을 위해 운동소양을 각각 능, 지, 심의 차원으로 구분

하였으나, 인간은 이것을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지니고 있다. 각 개인마다 

비율과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유무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운동

소양의 세 가지 측면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되, 실제 이를 체화하기 위한 학

습에서는 반드시 통합적인 형태로 가르쳐야만 한다. 기능 따로, 지식 따로, 

태도 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최의창(2013)은 운동소양과 운동향유력을 기르기 위해서

는 운동을 인문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스포츠의 문

화적, 역사적, 철학적, 예술적, 종교적인 차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맛보고 체

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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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자고등학생의 특성

가. 남자고등학생의 신체적 특성

사춘기 청소년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2차 성징으로 대변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고등학생 시기인 18~19세까지 지속적으로 신장과 체중이 증

가하게 된다.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약 2년 정도 일찍 사춘기를 맞이하므

로, 청소년기의 초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저학년 때에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우월한 체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Rice, Dolgin, 2009).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상당한 폭으로 증

가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07).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 전체

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비해 더 일찍 키가 크고, 체

중이 증가하는 등 신체의 변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

금의 고등학생들은 치열한 입시제도와 취업문제 등에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막혀,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 시기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뼈의 건강

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인이나 노년기의 골다공증 등과 같은 뼈의 

병리현상이 청소년기에 형성된 골밀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다(미국의학협회, 2009).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방식은 균형 잡

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다. 미국의학협회(2009)에 따르면, 하루에 적

어도 한 시간씩 몸에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신체적 

효과가 있다.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성인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18~19세의 남자고등학생 신장은 성인의 그

것에 98%에 이르는 수준으로 자란다(Rice, Dolgin, 2009). 또한 근육량이 매

우 발달하여 어깨와 가슴 등이 넓어지고 신체에 굴곡 등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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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등을 복합적으로 실

시하는 것이 신체의 건강과 발달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테스토스테론의 왕성한 분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사춘기에 높아지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으로 인하여 

큰 턱과 단단한 뼈, 튼튼한 근육과 굵은 목소리 등의 변화를 겪는다. 테스

토스테론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지만, 거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이것이 공격성, 그리고 경쟁의 욕구를 매우 강렬하게 자극한다는 점

이다(Ken Wilber, 1996). 이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체육 수업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왜 그토록 공격성과 폭력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사춘기의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자존감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의 신

체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는지와 큰 관련이 있다(Rice, Dolgin, 2009). 사

회적, 문화적 맥락과 시기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체적 

이상형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남자고등학생들은 키가 크고 근육이 발달

한, 남성성을 강하게 풍기는 모습을 좆고자 한다. 이와 같은 특성과 무관하

지 않게,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조숙하거나 미숙한 신체적 발달을 보이는 

친구들은 소외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체형은 크게 외배엽형(ectomorph), 내배엽형(endomorph), 중배엽형

(mesomorph)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외배엽형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가늘며, 호리호리한 골격을 가진, 농구선수와 같은 체형이다. 내배엽형은 

그와 정반대로서 둥글둥글한 체형, 팔다리와 짧고, 몸통이 두꺼운 레슬링선

수와 비슷한 체형이다. 중배엽형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중간쯤에 속하는 것

으로서, 신체의 비율이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운동선수들

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Rice, Dolgin, 2009). 상당수의 많은 남자고

등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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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수준의 외배엽형 체형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나. 남자고등학생의 인지적 특성

가끔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보기에도 어른스럽기 때문에 다 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다가도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건방진 얘기지만 전에는 부모가 얼마나 무

책임하고 관심이 없으면 애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가시고, 겁도 나고, 정말 미치겠어요. (Barbara 

Strauch, 2004, p. 21)

‘예정된 광기’, ‘장막 속의 열정’, ‘질풍노도’ 등과 같은 표현은 그야말로 

사춘기 청소년들의 인지 구조를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내준다(Barbara 

Strauch, 2004). 때로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내뱉기도 한다. 같은 사람이

라고는 믿기 어려운, 마치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고등학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인지적 기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2). 하지만 인지 능력의 급격한 변

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언제나 이러한 능력을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실제 현실

에서 강한 정서, 스트레스, 외부의 압력 등에 의해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1) 인지적 관점

인지적 관점의 대표적 학자인 Piaget의 입장에 따르면, 아동의 인지발달

은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바라본다. 감각운동기(출생~2세), 전조

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세 이상)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소년기는 이 중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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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사실에 반하는 명제를 구축하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명제적인 논리를 사용하며, 가설적-귀납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Coleman 

& Henry, 1990).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때때로 이와 정

반대되는 측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지나친 이상주의, 위선적인 

행동, 자기중심성, 과잉행동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 사회인지 학습적 관점

사회학습이론은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에 관심을 둔다(Rice, Dolgin, 2009). Albert Bandura로 대표되

는 사회학습이론 관점은 강화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 농구

에서 자유투를 던져 골을 넣으면 그 학생은 득점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자기강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매우 적극

적으로 받아 들여 그것을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스

스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Rice, Dolgin, 2009). 예컨대 똑같은 경기상

황에서도 보다 공격적이고 불안해하는 기질이 많은 청소년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 또한 적대적이고 거부감이 들게끔 만들 것이다.

3) 문화윤리학적 관점

Margaret Mead, Ruth Benedict 등과 같은 문화인류학자들은 아동의 성격

발달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문화결정주

의(Culture Determinism) 혹은 문화상대주의(Culture Relativism)라고 불린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을 결정짓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오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Rice, Dolgin, 2009). 즉, 스포츠 상황에서의 어떠한 행동이 특정 문화에서

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반면, 또 다른 문화에서는 정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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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4) 정보처리 접근

인지발달에 관한 최근 연구의 대부분은 정보처리 접근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집중하고, 인출하고, 

다루는지에 대해 관심을 둔다(Rice, Dolgin, 2009).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정

보처리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듯이, 각각의 청소년들도 정보처리의 속도

는 모두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정보처리의 과정은 ‘자극-선택-해석-

기억-간섭-사고-추론-행동’과 같은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정보처리는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훨씬 더 정교하

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Rice, Dolgin, 2009). 이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발현되는 고등학생들의 인지적 사고 처리에 의한 행동

을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다. 남자고등학생의 정서적 특성

청소년기는 성인 전 과도기적인 변화의 시기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매우 극심하게 경험하는 정신건강상 취약한 시기이다(Torsheim & Wold, 

2001).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우울증, 약물중독, 비행, 집단따돌림, 학

교부적응, 인터넷 게임 중독 등과 함께 청소년 자살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중요한 공적 정신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수진, 이정숙, 

권영란, 오미라, 김보영, 2009). 중·고등학생은 계열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신현균, 2002). 이와 관련하여 남학생은 

여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학습과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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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이규영, 2016).

청소년기 남학생들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게 분비됨에 

따라 급격한 폭력성과 경쟁심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인지적, 정서

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함에 어려움을 느

끼며, 이러한 연유로 학교폭력문제는 청소년시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

나로서 인식된다.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내면세계

에 눈을 뜨기 시작하며, 자아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려는 특징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희구한다(권이종, 김용구, 2016). 그리고 이러한 과정

에서 정서적 불안과 혼란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감정의 양가성(ambivalence)을 나타내기도 

한다(박성혜, 2017).

결국, 이 시기의 경험에 어떠한지에 따라 각 개인의 정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올바른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술

은 다른 어떠한 학문보다도 인간의 감정 및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술

교육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이부연, 2013; 정윤영, 2015). 체육 교과는 그

동안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매우 적확

한 교과라는 임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상당 부분 인정받았다(유

광욱, 원유병, 2007; 이옥선, 조기희, 2013; Baily, 2010). 스포츠와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시와 소설, 그림, 그리고 음악 작품 등의 인문적·예술적 

체험이 청소년의 심성을 가다듬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Hochstetler, 2006).

라. 남자고등학생의 체육 수업

그동안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육 수업 참여도, 인식, 태도 등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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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점에 관한 연구는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강창곤, 2003; 유상석, 

2002; 이표상, 2001; 전호정, 2002; 조동호, 2008; 최관용, 유응욱, 2004). 이

와 같은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들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남학

생들이 여학생보다 체육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

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이론보다 실기 중심의 체육 

수업을 선호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기 종목 혹은 자유 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강인표, 2001; 김용문, 2004; 남기

영, 2004; 임경선, 2014). 홍세민(2010)은 고등학생의 체육수업에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흥미도, 자신감, 집중도, 그리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에서도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고(Marsh, Barnes, Cairns & Tidman, 1984; 

Treanor, Garber, Housner & Wiegand, 1998), 자유시간과 같은 형태의 수업

을 선호하고 있으며, 적극성과 경쟁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축구 및 

농구 등의 구기 종목을 선호한다(Wersch, Tew & Turner, 1992)는 주장과 맥

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3. 융합적 체육교육

가. 융합의 개념과 필요성

오늘날 융합(convergence), 통합(integration), 통섭(consilience)에 대한 정의

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2018)은,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

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통합은 “아동 및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



- 24 -

습을 종합하고 통일함”, 통섭은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으로 정의하고 있

다. 융합은 통합 혹은 통섭 등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일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손혁준, 

2014; 이재경, 2017). 특히 융합과 통합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는 화학적 결합에 가깝고 후자는 물리적 결합에 보

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융합은 

신체, 인지, 정의 등 다양한 요소들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식이나 

학문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층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경화, 장기범, 

2015).

교육 분야에서의 융합은 주로 융합교육 혹은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

되어왔다. 융합교육에 대하여 차윤경(2014)은 “전인적 존재로서 학생이 가

지고 있는 개별성을 존중하며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민

주적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능동성·다양성·협력성·통

합성·맥락성·합목적성을 기본 원리로 하는 교육적 실천”이라고 말한다. 교

육과학기술부(2011)는 학교 현장에 보다 적합한 의미로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학이나 수학 과목을 공학, 기술, 예술 등과 

접목시켜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실생활 문제 해결

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가 사용된 맥락에서 보면, Literacy가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문해

력’의 개념을 넘어 융합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운동소양(Sport Literacy)의 교

육적 의미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

부터 찾을 수 있다(최재천, 주일우, 2007). 이는 자연과학·윤리학·미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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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음악 등 광범위한 분야를 총동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주어

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이영만(2001)은 다양한 학

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21세기 

사회의 특징인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

식과 정보에 대해 개별적 습득이 아닌, 지식과 정보들 간의 관련성과 학습

방법의 탐구와 발견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분과 

중심 교육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인간의 두뇌는 정보를 연결하

여 처리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융합적인 학습내용이 인간이 가진 속

성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넷째, 다른 무엇보다도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궁

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융합은 다양한 학문 및 지식 간 경계를 허물

어 보다 학습자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에서 융

합의 필요성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

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매우 광범위

하게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

서 활용 가능한 융합으로서의 개념을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다양한 지식

의 통합을 통해 학습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융합의 유형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이 수립된 직후이다(교육

과학기술부, 2011). 여기에는 기존의 STEM교육에 인문·예술(A) 영역이 추

가되어 한국형 융합교육이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다.

융합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미국의 기술 교사인 야크만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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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피라미드 모형, 김진수의 큐빅 모형, Fogarty의 10가지 모형 등이 있

다. 최의창(2002b)은 이와 관련하여 중등학교 체육 교과에서 접촉형 통합, 

공유형 통합, 혼합형 통합의 세 가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Fogarty가 제시한 10가지 유형 중 접촉형, 공유형, 혼합형 통합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1] Fogarty의 10가지 융합 유형(박일수, 2015 수정 및 보완)

1) 접촉형 (연결형)

접촉형은 개별 교과 내에서의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교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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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는 개념 또는 주제 등이 다른 것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초점

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것은 하나의 내용을 다른 영역의 내용에 대해 단순

한 수준에서 보완하거나 덧붙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순한 방식의 통합이

다(최의창, 2002b). 예를 들어, 체육 수업에서 축구의 롱 킥을 가르칠 때, 

이와 관련한 운동역학적 원리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2) 공유형

공유형은 두 개의 교과에서 공유되는 개념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통합

하는 것으로서, 이 유형의 핵심은 교육과정 간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박일

수, 2015). 교사는 각 교과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지식, 태도 등을 

찾으며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체육 

수업에서 배운 다양한 패스가 다른 교과 혹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탐색해볼 수 있다.

3) 혼합형 (통합형)

혼합형은 공유형과 마찬가지로 간 학문적 접근이지만, 주요 교과들을 각

각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고, 각 교과에서 중복되는 기능, 지식, 태도 

등을 혼합하는 방식이다(박일수, 2015).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교과에서 나

타날 수 있으며, 공통성이 탐색되면 팀 티칭 등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육 수업에서 야구의 역사와 규칙에 대하여 타 교과(역

사, 수학)의 지식 등과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경기를 관

람하고 느낀 점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야구 문화가 각 문화권에 따라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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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사적 접근을 통한 체육교육

서사(narrative)라는 말의 어원은 ‘말하다, 서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

틴어 ‘narro’와 ‘알다, 친숙하다’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 ‘gna’,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둔 ‘gnar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Loewenstein, 1991). 

그러므로 서사란 어떠한 것에 대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앎의 문제

와 관련되어 있다는 어원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내러티브의 동사형인 

‘to narrate’가 ‘관계를 맺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장원, 2008). 이것은 학교 교육 현장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란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지양하

고, 통합을 목표로 지성과 신체와 정신을 함께 연마하는 것이어야 한다

(Robert & Michele, 1999). 또한 다양한 상황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

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

적인 사고가 촉진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함

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은 기능(체육을 잘 하는 것) 중심의 수업

으로 이루어졌다. 체육의 철학적 관점도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으로, 그리

고 ‘인간 활동의 예술 및 과학(art and science of human movement)’으로 과

학적 효율성에 근거한 운동 기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서장원, 

2008). 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체육의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도 

분명 있으나, 이것은 균형을 잃은 반쪽짜리의 모습인 것이다.

체육이 가진 서사적 접근은 과학중심의 접근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스포츠가 가진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적 차원은 과학적 접근으로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인류 전

통의 공적인 문화로서 이해되고 접근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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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야구를 스포츠 경기로서만 이해하고자 하면, 더 강한 공을 던지고, 

더 빠르게 스윙을 하고,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고안하는 등

의 활동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야구가 가진 역사적인 이야기와 문화적 

특수성, 그것이 왜 특정한 민족 혹은 국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와 같

은 내용은 서사적 접근에 의해서만 깊이 맛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것을 

스스로 탐구하고 찾아내어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실제로 경기로 관

람을 하며, 자신이 체험한 것을 글이나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해 봄으로서 

야구 문화를 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시와 소설, 

음악, 영화, 미술작품 등을 통해 감성적 체험을 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내

면적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Carr, 2005).

인간으로부터 나타는 현상들은 크게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체육교육은 체육의 내용을 심동, 인지, 

정의 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 구분하여 각각 분절적인 접근으로 교육하고자 

시도하였다(서장원, 2008). 그러나 인간의 신체와 마음은 따로 작동하는 것

이 아닌, 하나의 온전한 전체로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올바르

게 인식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Estates(2003)은 최근들어 체육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식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데카르트, 뉴튼 등으로 대표되는 모던사회에

서의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지식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변화

가 생긴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개방적인 지식관에 입각하고 있으며, 구

체적이고, 지역적이며, 현재적인 종류의 지식이 앞으로의 체육교육에서 더 

중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지식은 명제적이고 텍스트적인 차원을 넘어 앎

을 행할 줄 아는 것, 생활할 줄 아는 것, 경청할 줄 아는 것 등을 모두 포

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목영해, 1995).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함께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등의 내러티브 접근은 나와 타인의 삶을 보

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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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적 지혜 혹은 인문적 지식은 신체활동에 담겨있는 체육의 서사적 차

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Anderson, 2002; Charles, 2001). 

인문적 체육교육의 관점에서 스포츠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종교

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학적이고 명제적인 성격보다

는 서사적인 특성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최의창(2006)

은 체육에서의 서사적 접근이 자신의 내면에 마음의 참된 바탕, 마음의 결

을 길러주는 도덕적 행동이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본보기

가 될 수 있는 좋은 모범을 많이 보고, 따라하고, 도덕적 이야기를 많이 읽

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

라. 선행연구 분석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예술과 체육을 융합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한 시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부 차원에서도 예술교육과 체육교육에 대해 분절적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6a; 교육부, 2016b). 학교 내 대표적인 예

술 교과로서 음악과 체육의 융합 연구는 그간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박해

림, 2010). 체육과 음악의 통합에 대한 기초적, 이론적 측면(김설희, 2016; 

엄숙용, 2016; 오세은, 2012; 이민희, 2015), 무용 등의 표현영역에서 적절한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박갑숙, 2004; 남준표, 2012; 박희경, 2015), 또는 음

악줄넘기의 교육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술과 체육의 융

합 연구는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과목 내에서의 통합 및 효과(김연수, 

2010; 정정순, 2010)에 관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양적으로도 부족하며, 질적 측면에서도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

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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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국립국어원, 2018)로 정의된다. 따라서 연구의 패러다임은 연구를 바라보

는 연구자의 철학이 반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자의 기본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Guba & Lincoln, 1994).

이와 같은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해 Creswell(2010)은 크게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술체육 

융합수업의 구성 및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의 맥락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Lincoln & Guba(2000)가 제시한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 패러다임을 함께 적용하였다. 실행연구에 대해서 최

의창(2016)은 단순히 현상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교육연구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와 학생

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의 과정이 곧 연구이며, 실행연구야 말로 이에 가

장 적합한 방식인 것이다. 또한 Reason & Bradbury(2000)는 실행연구가 사

람들의 일상적인 일들에 맞닿아 있으므로 참여적 연구(participatory 

research)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실행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수업에 대한 과정을 함께 공유한다

는 측면에서 이러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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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례 연구(case study)를 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사례 연구는 Creswell(2010)이 제시한 5가지의 

질적 연구 접근 중 하나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 

이슈 및 문제를 이해하려는 방법이다(Yin, 2009). 또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탐색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Creswell, 2010). 이러한 질적 사례 연구는 하나의 프로그램, 사건, 인물 등

과 같이 특정한 현상을 맥락 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홍애령, 2013).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7년 1월 초부터 2018년 1월 말까지, 총 13개월간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형들 중 체계적, 

체제적, 신뢰적, 순환적, 그리고 경험적인 특성을 가진 ADDIE 모형에 근거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조기희, 2015).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으로 불리

는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다섯 단계로 형성되어 있다(이옥선, 조

기희, 2013).

첫 단계는 ‘분석’으로서 2017년 1월부터 본 연구 관련 선행 연구 및 문

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설계’단계로서, 예술체육 

융합수업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 등을 세우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단계이며,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료들과 함께 파

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검토를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실행’으로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정하였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근거로 연구 결과

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전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질적 관리에 

특히 유념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평가’단계로서, 자료의 해석과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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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으며 평가는 분석-설계-실행-개발-평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지속적

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평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Worthen 

& Sanders(1987)가 분류한 평가모형의 접근 중 자연주의적-참여자 지향적 

평가접근(naturalistic & participant-oriented evaluation approach)은 질적인 평

가 접근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Lincoln & Guba(1985)

가 제시한 자연주의적-반응적 평가 모형(naturalistic-responsive evaluation 

approach)은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 혹은 묘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정일환, 

1991). 참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며, 

이러한 참여가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질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이 변화되는 과정

을 성공적으로 탐색하는 일은, 수업의 질 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 분석, 수업의 목표-내용-방법 설계,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특히 수업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성에 의한 목소리는 연구의 성패와도 직결될 수 있었

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일련의 연구 절차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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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연구의 절차 및 단계

2. 연구 환경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인문계 공립 남자고

등학교로서, 전교생이 약 1200명에 이르는 비교적 큰 규모의 학교이다. 한 

학년에 13~14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 당 인원은 평균적으로 30

명 내외이다. 또한 계열은 인문, 자연, 과학중점 과정으로 구분된다.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특히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며, 주변지역도 역사가 깊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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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울시내의 여느 고등학교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체육 관련 시설

은 잘 되어 있다. 운동장은 약 320m 규모의 트랙과 잔디 구장 및 야외 농

구 코드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강당, 정

식 농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농구 전용 체육관, 그리고 실내 탁

구장이 마련되어 있다. 체육 수업에 필요한 용·기구도 비교적 풍부하게 갖

추어져 있으며, 체육에 대한 학교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긍정적인 편이다.

근무 중인 체육교사는 총 5명이며, 활발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바탕으

로 체계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협

력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열정 있는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대부분의 학

생들 또한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상당히 수준 높은 생활 태도를 보인

다. 청소년기 남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처럼, 많은 학생들이 활력 넘치는 건

강한 에너지를 발산해내며,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상당 부

분 바람직하게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지도교사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subjectivity) 개입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

울 수 없다.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포함한 연구의 전체 진행 과

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밝혀내고자 노력해야 한

다(Peshkin, 1988). 이를 통하여 자신의 연구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관성은 최소한으로 개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자이자 연구 참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나’로부터 드러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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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관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유·청소년 시절을 회고해보면,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은 일명 ‘워크맨’이라

고 불리던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음악부터 찾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야만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잠들고 나서야 내 귀에 꼽힌 이어폰

을 뽑아주셨는데, 그럴 때면 나는 어떻게 알아챘는지 뜨지 못하는 눈과 더

듬거리는 손을 이용해 다시금 워크맨을 찾을 정도였다. 이 워크맨은 나의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더없는 친구와 같았고, 운동을 하는 순간에도 언제

나 함께였다. 걷고, 달리고, 자전거를 탈 때는 물론이고, 단체스포츠에 참여

하기 전과 후에도 그 때의 기분이나 상황에 맞는 음악을 선택해 들었다.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마지막 승부’라는 농구 관련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스포츠를 소재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과의 궁합이 주는 느낌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잊지 마.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

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 주제곡 중 일부)

성인이 된 후에도 그와 같은 경험들의 확장 및 세련화가 지속되었다. 좀 

더 많은 스포츠를 체험하고, 더 풍부한 음악들을 찾아 감상하고자 노력했

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체육과 음악을 각기 따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임을 무의식으로도 느끼고 있었다. 평

생의 반려자가 된 현재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전공은 미술이었

다. 미술에도 많은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내게 별다른 재능이 없음을 깨닫

고부터는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

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미술

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내 삶에는 체육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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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술까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스며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나의 

경험은 교사로서의 교육철학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측

면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연구 참여 학생

본 연구의 학생 참여자는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교의 고등학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년의 9개 학급 중에서 유목적적 표집법

(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참여는 학생의 

자발적 동의가 선행되었으며, 1차적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연구 관련 설명

을 한 뒤, 학부모(법정대리인)를 대상으로 2차 설명을 하였고, 학생 및 학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최종 연구 참여 학생을 선정했다. 가명으로 처리한 

이들의 정보는 <표 4>와 같다.



- 38 -

<표 4> 연구 참여 학생

이름

(가명)
학급 체육 음악 미술 수업 및 학교생활 특성

김엘가 1-2 중 중 하 활달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면이 강함

최바흐 1-2 중 중 하 소극적인 면이 있으며, 쉽게 화를 잘 냄

김쇼팽 1-3 하 상 상
음악과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며, 체육에는 큰 

관심이 없음

허샤갈 1-3 하 중 상
섬세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신체활동을 별로 좋아하

지 않음

김고흐 1-4 상 상 상
늘 자신감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많은 이들의 모

범이 되는 학생임

이고갱 1-4 중 상 상
외국 생활이 길어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느낌

고헨델 1-7 상 상 중 체육을 매우 좋아하고, 리더십이 강함

박마네 1-7 중 하 중 학업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이 높음

정슈만 1-9 상 중 중 친구들을 좋아하고 장난끼가 많음

홍드가 1-9 중 하 중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여린 면이 있음

4. 자료 수집

그동안 질적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이 나타났으

나, 이는 크게 관찰, 면접, 문서, 시청각 자료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Creswell, 2010).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교사 반성일지,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포함한 

현지 문서로 이루어졌다. 그에 관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9 -

가. 심층 면담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적 면담(structured interview)과 다르게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주로 활용하며, 이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김영천, 2006). 구조적 면담과 대비

하여 심층 면담은 보다 개방적인 형태를 띠며, 참여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중시하고,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다

(조용환, 1999). 또한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s interview)의 형식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 가이드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나친 융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심도 깊은 목소리

를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심층 면담이 매우 효과적 자료 

수집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층 면담을 위한 참여자는 총 10명이며, 사

전·사후로 구분하여 개인당 각각 1회씩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최대 50

분이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참여자의 부담과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 및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전 심층 면담은 체육수업 사전경험, 예술체육 융합수업과 관련한 

생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사전 심층 면담 가이드의 내

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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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전 심층 면담 가이드

범주 내용

사전

경험

▷ (초·중)학교에서 경험했던 체육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 위의 응답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징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 지금까지 경험했던 체육수업에서 가장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경험을 들어 말해주세요.

▷ 불만족했던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체육수업을 통해서 더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제까지의 체육수업 중 직접적으로 운동하는 것 외의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 고등학교 체육 수업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술

융합 

체육

수업

▷ 음악, 미술, 사진과 함께 어우러진 체육 수업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

땠는지, 없다면 어떨 것 같은지요?

▷ 체육수업에서 예술적인 요소(음악, 미술, 사진 등)를 적용한다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음악, 미술, 사진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음악 : ⑤ 매우 좋아함   ④ 좋아함   ③ 보통   ② 싫어함   ① 매우 싫어함

- 미술 : ⑤ 매우 좋아함   ④ 좋아함   ③ 보통   ② 싫어함   ① 매우 싫어함

- 사진 : ⑤ 매우 좋아함   ④ 좋아함   ③ 보통   ② 싫어함   ① 매우 싫어함

▷ 음악, 미술, 사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구

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적어주세요.

▷ 체육과 예술(음악, 미술, 사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체육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는 활동(뛰기, 달리기, 던지기 등)을 해야 한다는 것

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음악, 미술, 사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체육수업에서 다른 교과 혹은 분야와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

는?

▷ 만약 여러분이 체육선생님이라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나요?

사후 심층 면담은 예술체육 융합수업을 실천하고 난 뒤에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은 예술체육 융합수업을 경험한 것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변

화 등에 대한 부분이며, 구체적인 가이드의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 41 -

<표 6> 사후 심층 면담 가이드

범주 내용

프로그

램

▷ 다른 체육수업과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수업내용 :

- 수업방법 :

- 교사의 태도 :

- 수업 분위기 :

▷ 예술체육 융합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예술체육 융합수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예술체육 융합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 ‘내가 경험한 이 수업은 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이유 :

자신의 

변화

▷ 자신이 어떠한 생각 혹은 태도로 수업에 참여했는지 적어주세요.

▷ 예술체육 융합수업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 체육을 하는 것(신체적) :

- 체육을 아는 것(인지적) :

- 체육을 느낀 것(정서적) :

▷ 예술체육 융합수업의 전과 후, 체육에 대한 나의 소양에 스스로 점수(10점 만

점)를 준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수업 전 :

   이유 :

- 수업 후 :

   이유 :

▷ 만약 이 수업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줄 건가요?

▷ 만약 여러분이 체육선생님이라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나요?

나. 참여 관찰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함께 체육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있

는 그대로를 관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

성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도 신경을 기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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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찰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연구자가 계획한 예술체육 융합수업 내에

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운동소양이 함양되어 가는 과정을 자세히 봄으로서, 운동소양

의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분석하고,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수업 실

천에 대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찰일지를 작성하면서 참여자들의 모

습을 기록하였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반응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꼼꼼하게 메모를 하거나, 필요할 경우 질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며, 사진 혹은 영상으로서 기록을 남길 때도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예술체육 융합수업이 진행되는 기간과 더불어 수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

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연구자의 참여 관찰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담과 연계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다. 교사 반성일지

연구자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의 준비, 운영, 그리고 정리의 과정

에서 새로이 느끼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메모지

에 적어두었다.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나눈 사소한 대화들도 추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짐없

이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업을 마친 후에 이러한 메모들을 토대로 연

구자의 생각이나 느낌, 고민 등을 가감 없이 덧붙여 반성일지에 정리를 하

였다. 연구자의 반성일지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

라, 향후 더 좋은 수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음의 [그림 3]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반성일지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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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연구자 반성일지

라. 현지 문서

현장에서 얻게 된 각종 자료들은 연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간 체육과 교육과정, 

수업지도안, 수업 내용 유인물, 수업 관련 사진 및 영상, 학생의 작품 등이 

포함되었으며, 참여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었다. 특히 사진 

및 영상은 텍스트로 된 자료에 비해 보다 생생하게 현장을 담아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노력했다.

마. 교과교사 의견

연구 참여자 10명의 학생에 대한 예술적 소양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

기고자, 연구 참여자들의 미술 및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교사 4인의 

협조를 구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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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음악 교사 의견 미술 교사 의견

김엘가

음악, 특히 팝 가수 제이슨 므라

즈와 미국 래퍼 릭 릭키에 대해 

관심이 많음

음감, 박자감, 표현력이 고르게 

우수하여 가창 연주 및 장구 연

주에 능함 

표현이 어렵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

를 가지고 미술에 흥미를 가지려

고 노력함

유행하는 그림이나 캐릭터, 일상

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 브랜드를 

응용하여 트랜드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표현함

정교함이 약간 부족하지만 완성

도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함

최바흐

자신이 발표할 노래에 대해 고민

을 하고 준비한 흔적이 보임

노래의 도입과 클라이맥스에 대

한 강약 조절을 잘 표현하여 완

성도를 높임

게임과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

심을 가지고 작품에 응용하여 표

현함

정교함은 부족하나 단순화된 색

채로 대상의 큰 특징을 잡아 표

현함

김쇼팽
기본적인 음감, 박자감이 좋으며 

노래의 느낌을 잘 표현함

예리하고 정교하게 미술 작품을 

제작하며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창출함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있으

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고 

명쾌하게 표현함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다양한 

톤과 색채로 정교하고 세심하게 

표현함

단순하지만 세련되고 조화로운 

일상의 디자인을 함 

허샤갈

가창 연주 시 음감과 표현력이 

부족함

창의성 면에서 다른 학생들과 구

별되거나 뛰어나지 않음

작고 아기자기하게 표현함

무겁지 않게 밝고 산뜻한 느낌으

로 표현함

김고흐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음악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함

가창, 장구연주 등 기본적인 실기 

실력이 좋고 특히, 피아노 연주 

마감처리가 매우 꼼꼼하고 완성

도 높은 작품을 제작함

멀리서도 시각적인 효과가 뚜렷

한 작품을 제작할 줄 알며 대상

<표 7> 교과교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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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뛰남

히사이시 조의 ‘센과 치히로의 행

방불명 ost ’인생의 이름‘ ’, 쇼팽

의 ‘녹턴’ 등을 자신만의 느낌으

로 재해석하고 잘 이해하여 연주

하며 클라이맥스의 표현이나 크

레센도(점점 세게) 등의 악상 표

현도 자유로움

의 주된 특징을 파악하여 알맞은 

크기와 비례로 안정감 있게 표현

함

이고갱

음악에 흥미가 있으며 다양한 악

기에 관심을 보임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들은 

후 부를 때 기본적인 음정, 박자

를 모름

흥미에 비해 실기 능력은 매우 

부족함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

려고 노력함

복잡하게 구성된 이미지보다 간

단하지만 전달력 있는 텍스트 디

자인을 더 선호하며 대상의 대표

적인 특징을 잡아 표현함

고헨델

항상 노래를 흥얼거리며 무대에 

서는 것을 매우 좋아함

가창, 장구, 발표 실기에서 모두 

우수함

주제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

음. 그러나 내용을 빨리 결정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서 제작에 들어

가기 전 준비단계에서 여유를 가

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방식

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박마네

매사에 진지하고 차분한 성격으

로 안정적이며 창의성과 예술성

이 뛰어남

작품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성하

기까지의 제작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차분하게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바

람직함

정슈만

음악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고 

성의 있음

가창, 장구, 발표 전체적으로 관

심이 많고 우수하고 예술성이 있

음

주제에 맞게 대상을 표현하는 능

력이 뛰어남. 특히 작품을 제작하

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완성

에 이르기 까지 작품에 몰입하여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태도가 바

람직함

홍드가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며 

다소 소극적인 편임

장구에 대한 표련혁이 좋음

차분하게 작품을 완성해가는 모

습이 바람직하나 좀 더 적극적이

고 과감한 표현 방식으로의 시도

를 해본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

으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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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그동안 연구자들

은 질적 자료 분석에 대해 다양한 틀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현상학, 해석

학, 구성주의에 입각한 질적 연구자는 자료 분석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Miles & Huberman, 2009)과 맞닿아 있다. 이러

한 흐름은 질적 자료의 분석을 특정 연구방법론(문화기술지, 근거이론 등)

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야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이동성, 김영천, 2014). 이에 대하

여 이동성, 김영천(2014)은 선행 자료 분석 방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

대로 ‘포괄적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자 한다.

6단계에 걸친 포괄적 분석절차는 1단계(반복적 자료 읽기, 질적 자료 정

리하기), 2단계(분석적 메모 쓰기), 3단계(1차 코딩), 4단계(2차 코딩), 5단계

(3차 코딩), 6단계(연구결과 재현)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

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이동성, 김영천, 2014)

단계 관계 세부적 분석절차 및 내용

1단계 ⇩ 반복적인 자료 읽기 / 질적 자료 정리(관리)하기

2단계 ⇳ 분석적 메모 쓰기(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 1차 코딩(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 2차 코딩(추가적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 파악)

5단계 ⇳ 3차 코딩(최종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6단계 ⇧ 연구결과 재현(시각적 모형, 이론제시, 명제제시, 표, 그림,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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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은 모든 연구 자료를 수집한 뒤에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

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수집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순환적 형태를 취하

고 있다(김영천, 1997). 특히 2-5단계의 과정은 선형적 관계가 아닌 순환적 

관계로서, 좋은 주제 및 이론 등을 찾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

으며, 연구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연구

의 결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로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 전 과정에 걸쳐 스스로에 대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

는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triangulation), 수집한 자료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 그리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동료와 함

께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공유하는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적극 활용하였다.

가.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료를 상호 비교 및 분석함으로서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심층면담, 참여관찰, 교사 반성일지, 사진 및 영상 등을 포함한 

현지문서 등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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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참여자 검토

김영천(2006)은 연구 참여자의 일부를 선정하여 연구자가 도출한 분석 

및 결론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자는 연구 참여자인 학생 중 일부를 선정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에 있

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 동료 간 협의

연구 분야에 대한 비슷한 관심사와 배경 등을 가진 동료들과의 협의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해석의 과정에서 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다(김영천, 1997).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오류

를 범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스포츠교육학 전공 지도교수 및 석·박사 연구생(SPiL), 그리고 교사

학습공동체인 ‘하나로수업연구회’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

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7. 연구의 윤리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윤리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의뢰하였다. 승인을 위하여 연구 설명 

및 동의서(학생용, 법정대리인용), 연구결과 정리양식(심층면담, 참여관찰),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심층면담 질문지(사전, 사후),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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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법정대리인용), 피해보상에 대한 규약, 지도교수서약서, 학교장승

인서,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연구 책임자 경력서, 심의용 연구 

계획서, 심의 의뢰서, 연구 계획 요약문 등을 제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

간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므

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했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

정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학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 받았다. 

또한 참여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

구자가 재직 중인 기관 내 이중 잠금장치를 통해 연구자 외 접근을 철저히 

금하였으며,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장에 서류 파일 목록으로 보관 및 관리

하였다. 컴퓨터 파일은 연구자의 개인 노트북에 암호화하여 관리하였으며, 

접근은 연구자에 한정하여 다른 사람의 접근을 금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

서는 연구가 재직 중인 기관의 서류장에 3년간 보관하며, 개인식별정보 관

련 내용은 연구가 종료되는 즉시 완전하게 폐기처리 하였다. 그 외 연구 

데이터는 연구자의 자택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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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

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째, 남자고등학생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

지 기술하였다. 둘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변화되는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및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예술융합 체육수업

에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1.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및 실천

가.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을 위해 다각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였

다. 연구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문헌 분석과 더불어 학습자 요구분석 및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

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목적, 원리, 과정을 설명하였다. 

1) 구성 목적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목적은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 운동소양의 고른 함양은 2015 체육과 교육과정

에서 추구하는 4가지의 교과 역량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체육 교과 

역량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 역량(핵심 역량)과 유기적인 관

계를 형성하고 있다(교육부, 2015a).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학교 교육의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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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목적인 전인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2) 구성 원리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원리는 교과서 및 국가교육과정 등의 문헌 분

석,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교사학습공동체 및 대학원 연구 동료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근거한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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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움이 있는 수업

체육수업에 대한 남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노는 시간’ 또는 ‘자유 시간’이었다. 즉, 상당수

의 남학생들은 체육을 교과 수업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

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강유

미, 2009; 김낭규, 2010; 남기영, 2004). 교사와 학생 간 발생하는 교수·학습

과정이 핵심인 정규교과에서 배움의 과정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이건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그냥 애들끼리 하

게만 다 시켜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배워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해야 하는데, 하는 방식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실력은 제

자리인거죠. 그런 게 살짝 좀.

(고헨델, 사전 심층면담)

초등학교 때는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한다고 하

면 체계적으로 안 하고, 야구를 한다거나 하면 자유체육같이 그냥 정해

진 거 없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중학교 때는 좀 더 체

계적이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자유체육같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

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엘가, 사전 심층면담)

전문적으로 안했던 것 같고, 남자애들한테는 공하나 던져주고는 축구 

시키거나 애들끼리만 자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박마네, 사전 심층면담)

이와 같은 인식은 체육수업이 대부분 기능위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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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스포츠 종목 중심, 경쟁 위주, 경기수행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심판, 진행, 방관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등학교

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의 남

학생들이 가진 체육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바로잡고, 온전한 체육의 목표

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문화로서 체육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서, 체육의 능·지·심 측면을 고루 경험해야 한다(최의창, 2013). 예술과 체

육의 융합을 통한 풍요로운 수업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나) 즐거움이 있는 수업

체육은 스포츠 또는 운동 등을 활용하여 호울 퍼슨(whole person)을 양성

하는 교과이다(최의창, 2018a). 그러므로 스포츠는 체육수업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스포츠사회학자인 Ibrahim(1975)은 스포츠

를 “인간 표현의 한 형태로서 역사적으로 신체적 놀이로부터 유래하며, 문

화적으로 특정 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

다. 바꾸어 말하면, 놀이의 형태가 진화하여 스포츠로 발전하였으니, 스포

츠는 놀이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즐거움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묘사된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를 짐작

할 수 있다(Damon Young, 2014).

학생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체육수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김문태, 박종률, 최정호, 2017).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고

등학생들이 학교체육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지 못하였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부터 파

생된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교육의 특성상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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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즐거움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학교 때는 조금 점수위주로 수업이 나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없었

던 수행평가를 한다고 해서 애들이 재밌게 즐기기보다는 나 저거 못하

는데 점수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고갱, 사전 심층면담)

중학교는 수행평가 들어가고 하니까 열심히, 탁구를 할 때는 탁구치고. 

처음에 몇 시간은 이론 같은 거 알려주고 나머지는 다 애들끼리 치면서 

연습하다가 마지막 몇 시간만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 없을 때

는 반 대항전으로 축구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박마네, 사전 심층면담)

이제 아무래도 수행평가가 중심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시험 기간에는 

즐기고 싶어도 수행평가 먼저 해야 할 걸 끝내고 안하면 못하니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기 전에 계속 그것만. 만약에 농구를 해야 한

다고 하면 수행평가 전까지는 계속 농구만 하고 그러니까 살짝 부담이 

됐던 것도 있었어요.

(고헨델, 사전 심층면담)

다) 소통이 있는 수업

수업의 시작과 끝은 결국 교사의 몫이다. 보다 좋은 체육수업을 위해서

는 체육교사의 역할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대부분의 체육수업은 특정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한 자유 시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최의창(2002c)은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적 요인, 

의지적 요인, 풍토적 요인, 제도적 요인,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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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체육수업 저해요인

구분 내용

인식적 요인
체육에 대한 고정관념

(체육은 실기위주로 하면 된다. 체육은 노는 시간이다.)

의지적 요인 체육교사의 의지와 열정 부족

풍토적 요인 새로운 것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

제도적 요인 과중한 업무 및 수업 시수, 평가중심

물리적 요인 체육시설 및 용·기구 부족

체육수업 저해요인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기존과 같은 틀에 박힌 수업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이미 ‘체육시간 = 

축구 or 농구’와 같은 이미지가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학생들은 새롭

고 즐거운 활동을 경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데, 갖가지 저해요인들에 

가려져 그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던 것이다.

스포츠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애들이 아는 것 보다는 잘 들어보

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다 동등하게 시

작할 수 있고, 같은 조건에서 같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걸 배

우면 모두 서툴지만 다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고갱, 사전 심층면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개인적으로는 호신술 그런 것도 배우고 싶지만 

그런 건 학교 체육에서 잘 안 하는 것 같고. 우리학교에는 하키부도 있

고 하니까 그런거.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운동을 해보고 싶어요.

(정슈만, 사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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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다양한 구기 종목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구라든가, 플로어볼 

이라든가, 뉴 스포츠 중에서는 츄크볼도 해보고 싶고. 아직까지 못해본 

구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김고흐, 사전 심층면담)

기능 위주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점들 중 하나는 소외이다

(권혜원, 2016; 김낭규, 2011). 소수 운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독무대가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운동 기능 수준이 떨어지거나 체육을 좋아하지 않

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다.

안 보이는 서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팔씨름으로도 정하고 달리기

로도 정하고 작은 경쟁에 의해서 안 보이는 서열이 있죠. 그런 애들에

게 시선이 많이 가고 하니까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조금

만 다녀도 애들이 공을 주지만, 인기가 없는 애들은 그냥 세워놓는 거

예요. 포지션도 없이 막.

(이고갱, 사전 심층면담)

좀 안타까웠죠.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권했는데도 워낙 걔네

들이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저희랑 다르게 활발한 특성이 없었던 것 같

아요. 항상 자기들끼리 그냥 소외된 애들끼리 놀고, 가만있고 싶어 하

고, 쉬고 싶어 하고.

(김엘가, 사전 심층면담)

룰 알려주고, 연습하고, 경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행평가를 보고. 선

택권은 없고, 선생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하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소

외되는 애들이 있죠. 운동신경이 없다거나 그런 애들도. 그래도 강제적

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건 그걸로 이제 점수가 나가고 하니까. 좀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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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김쇼팽, 사전 심층면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소통이다.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간의 소

통은 가장 핵심이 된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 없게 

되고, 발전 또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하며, 학생들 간의 건강한 소통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일이 중

요하다. 그들이 인식하는 체육수업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 좋은 수

업을 위해 함께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3) 구성 과정

연구자는 2014년부터 인문적 체육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 및 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이하 하나로수업연

구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나로수업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전국 각 지역

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하나로 수업 모형 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

로 열정을 다하는 체육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2학기부터 대학원에 진학하여 스포츠교육을 전공으로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스포츠교육학 연구실(Sport Pedagogy 

Inquiry Laboratory, 이하 SPiL)은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는 분위기를 바탕으

로 동료의 연구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곳이다.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함양이라는 과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지금

까지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술융합 체

육수업을 적용하여 그 과정을 탐색하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하나로수업연구회 소속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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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교사들과 SPiL 소속의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귀중한 자문을 구하였다. 

[그림 5]와 같이 하나로수업연구회 동료 교사들과는 월 정기회의에서 관련 

내용 협의를 하였으며, SPiL 동료 연구자들과는 비정기적 만남을 통해 협

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도움을 준 핵심 동료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그림 5] 하나로수업연구회 및 SPiL 회의

<표 10> 연구에 도움을 준 핵심 동료

하나로수업연구회 SPiL

소속 이름 교직경력 소속 이름 과정

행복고 조스타 17년 SPiL 조전인 박사

친절고 박아트 15년 SPiL 정배려 박사과정

의리중 김열정 8년 SPiL 한사랑 석사

나.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실천

1) 수업 목표

본 수업의 목표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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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과정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음악, 미술, 사진과 관련한 예술적 요소를 

체육의 가치와 융합하여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성취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감, 협력, 심미적 감성, 

대인관계, 창의적 사고 등과 같은 소프트스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궁

극적으로는 학습자가 전인(whole person)으로서 성장하여 운동향유력을 갖

도록 함이다.

2) 수업 내용

음악, 미술, 사진 등과 같은 예술적 요소와 융합된 체육수업은 배드민턴 

종목을 중심으로 총 16차시에 걸쳐 구성되었다. 기존에 주로 경험한 수업

이 배드민턴을 직접 하는 것에만 집중되었다면,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배

드민턴 만나기’, ‘개성 표현하기’, ‘기술 연습하기’, ‘음악과 스포츠’, ‘모둠

별 리그전’ 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된 예술융합 체육수업 계획 및 차시별 지도안은 

각각 <표 11>과 <표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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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 주제 활동 내용

융합 

요소
운동소양

1
배드민턴 만나기

배드민턴 체험하기

배드민턴 소개

배드민턴 관련 영상 시청

스포츠DJ 선정

음악
운동지(문화이해)

운동심(동기부여)

2
모둠 이름 만들기

개성 표현하기

모둠 구성, 모둠 이름 만들기

모둠을 대표하는 포즈로 사진 촬영

배드민턴 난타 연습

음악

사진

운동능(기능연습)

운동심(동기부여, 창의성, 

협동)

3
경기 방법과 예절

서비스 배우기

배드민턴 경기 방법, 복식 전술, 예절 설

명

모둠별 서비스 연습

음악

운동능(기능, 전술)

운동지(규칙이해)

운동심(배려, 존중, 스포

츠정신)

4-5
기술 연습하기

사진과 스포츠

모둠별 하이클리어 및 드라이브 연습

사진과 스포츠1 (하이클리어 및 드라이브)

스포츠 사진전

음악

사진

운동능(기술연습)

운동지(규칙이해)

운동심(공감, 소통, 자기

표현)

6-7
기술 연습하기

사진과 스포츠

모둠별 스매시 및 드롭샷 연습

사진과 스포츠2 (스매시 및 드롭샷)

스포츠 사진전

음악

사진

운동능(기능연습)

운동지(규칙이해)

운동심(공감, 소통, 자기

표현)

8-9
기술 연습하기

사진과 스포츠

모둠별 헤어핀 및 푸시 연습

사진과 스포츠3 (헤어핀 및 푸시)

스포츠 사진전

음악

사진

운동능(기술연습)

운동지(규칙이해)

운동심(공감, 소통, 자기

표현)

10
핸드셰이크 만나기

핸드셰이크 만들기

핸드셰이크 소개 및 영상

모둠별 핸드셰이크 만들기

모둠별 복식경기 연습

음악

사진

운동능(경기수행)

운동지(경기이해)

운동심(소통, 동기부여, 

협동심, 자기표현)

11
핸드셰이크 적용하기

모둠별 리그전

배드민턴 리그전

핸드셰이크 숙달 및 적용

경기 중 멋진 장면 촬영

음악

사진

운동능(경기수행)

운동지(경기이해)

운동심(공감, 소통, 동기

부여)

<표 11> 예술융합 체육수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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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둠별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

배드민턴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1 (만화 속 배드민턴 예절)

미술과 스포츠2 (만화 속 배드민턴 기술)

음악

미술

운동능(경기수행)

운동지(경기이해)

운동심(존중, 스포츠예절, 

배려)

13
모둠별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

배드민턴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3 (만화 속 대사 패러디 - 

릴레이 툰)

음악

미술

운동능(경기수행)

운동지(경기이해)

운동심(동기부여,소통)

14
모둠별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

배드민턴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4 (스포츠미술 작품 감상 

및 토론)

음악

미술

운동능(경기수행)

운동지(경기이해, 창의성)

운동심(동기부여, 소통, 

공감)

15
모둠별 리그전

음악과 스포츠

배드민턴 리그전

음악과 스포츠1 (스포츠음악 개사)

음악과 스포츠2 (리듬 만들기)

음악

운동능(경기수행)

운동지(경기이해, 창의성)

운동심(동기부여, 심미성, 

공감, 소통)

16
음악과 스포츠

수업 감상문 쓰기

음악과 스포츠3 (배드민턴 포트폴리오 제

작)

수업 감상문 쓰기

음악

미술

사진

운동지(창의성)

운동심(동기부여, 심미성, 

공감,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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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예술융합 체육수업 차시별 지도안

학습 목표 배드민턴의 역사, 문화, 규칙 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학습 주제
배드민턴 만나기

배드민턴 체험하기
차시 1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배드민턴 코칭 영상

자체 제작 PPT

배드민런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배드민턴 소개하기

- 교과서 내 배드민턴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유인물 배부

- 배드민턴 사전 경험 여부 파악

▶ 배드민턴 관련 영상 시청

- 이용대와 유연성의 경기 시청

-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배드민턴편)’ 시청

- 배드민턴타임즈(www.badmintontimes.com) 소개

     

▶ 스포츠 DJ 선정

- 매 수업시간 BGM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설명

- 각 학급별 메인DJ와 보조DJ를 선정

- 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좋은 음악 선별하기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주의집중이 잘 

되도록 중간 

교사의 

유머러스함이 

중요함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음악을 가져 

오지 않도록, 

충분한 취지를 

전달할 것

느낀점 및 반성

ü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능프로그램과 유명 선수들의 영상을 활용하여 동기유발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짐

ü 수업 중 음악을 감상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함

ü 배드민턴에 대해 사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학생들의 현 수준을 빠르게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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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의 생각과 특성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주제
모둠 구성 및 이름 만들기

모둠의 개성을 표현하기
차시 2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휴대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배드민턴 난타 연습

- 1차시 때 조사한 사전경험 여부에 따라 상/중/하 수준으로 나누기

- 10분 간 자유롭게 친구와 난타 연습

- 교사는 빠르게 각 학생들의 기능 수준을 체크

▶ 모둠 구성 및 모둠 이름 만들기

- 교사가 파악한 수준에 근거하여 모둠을 구성

- 반드시 나뉘어야 할 학생들부터 교사가 정해준 뒤, 드래프트 방식을 통

해 최종적으로 학생들에 의한 모둠 구성이 되도록 유도

- 예술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팀 이름 만들기

▶ 모둠을 대표하는 포즈로 사진 촬영

- 구성원들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

- 자유롭게 구성하되, 반드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것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학생들의 기능 

수준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함

자칫 너무 

장난스럽거나 

성의 없기 

진행되지 

않도록 수시로 

피드백을 줄 것

안전상 

위험하거나 

과격한 포즈는 

자제하도록 

안전에 유의

느낀점 및 반성

ü 난타 연습을 할 때,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지나친 무질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ü 예술성과 창의성에 대해 학생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유머를 활용

ü 체육을 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

하는 경우가 생김. 수업의 취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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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의 경기 방법 및 전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배드민턴에서 요구되는 예절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학습 주제
배드민턴 경기 방법과 예절

서비스 배우기
차시 3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배드민턴 코칭 영상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배드민턴 경기 방법

- 랠리 포인트제, 듀스 제도, 서비스 방법 등

-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되, 복식 경기 중심으로

▶ 배드민턴 복식 전술

- 자기 파트너와의 로테이션의 중요성

- 공격 대형과 수비 대형에 대한 설명

▶ 배드민턴 예절 설명

- 경기 전후 인사, 셔틀콕 넘겨주기, 상대를 맞힌 경우 사과 표시 등

- 심판의 판정을 존중할 것

    

▶ 모둠별 서비스 연습

- 숏 서비스와 롱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상대 팀 리시버의 위치와 성향에 따른 서비스 전술 연습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복잡한 

경기방식에 

대해 어려워 

하지 않도록 

시각 및 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음을 설명

상황에 맞는 

서비스 

구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

느낀점 및 반성

ü 배드민턴의 규칙이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시로 학생들에게 환기를 시켜주어야 

함

ü 공격적, 폭력적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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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의 하이클리어와 드라이브 기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 주제
하이클리어 및 드라이브 연습

사진과 스포츠1
차시 4-5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학급별 사진 게시판

휴대폰(주제에 맞는 사진 촬영하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모둠별 하이클리어 및 드라이브 연습

- 하이클리어 : 배드민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 우리 팀의 전열을 가

다듬기 위한 수비적 기술로서 상대 코트의 최대한 깊은 곳으로 보냄

- 드라이브 : 복식 경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술. 최대한 네트 

가까운 궤적으로 낮고 강하게 쳐서 공격하는 것이 중요함

- 복식 경기 연습을 하되, 하이클리어와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연습할 것

▶ 사진과 스포츠1

- 모둠 별 연습 시간에 대기하는 학생은 자신의 휴대폰을 활용하여 친구

의 하이클리어 및 드라이브 장면을 촬영 

- 자신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사진을 엄선하여 모둠별 수합 후 교사에

게 메신저로 제출

   

▶ 스포츠 사진전

- 각 학급별 사진 게시판에 학생들의 작품을 게시함

- 사진전을 통한 스포츠 동기부여 및 생활기록부 기재에 활용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하이클리어와 

드라이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모둠 내 

고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제에 적합한 

사진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즐겁되 너무 

산만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피드백을 줄 것

느낀점 및 반성

ü 하이클리어 및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목적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시켜야 하겠음

ü 수업 중 휴대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음. 교사의 눈을 피해 불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주고, 사진 촬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보다 적극

적으로 해주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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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의 스매시와 드롭샷 기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 주제
스매시 및 드롭샷 연습

사진과 스포츠2
차시 6-7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학급별 사진 게시판

휴대폰 (주제에 맞는 사진 촬영하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모둠별 스매시 및 드롭샷 연습

- 스매시 : 가장 화려하고 공격적인 기술. 하이클리어와 스윙의 메커니즘

이 같지만, 셔틀콕을 때리는 임팩트의 위치가 더 앞쪽에 있다는 점을 강조

- 드롭샷 : 스매시의 페인팅 동작으로서 네트 앞에 살짝 떨어뜨리는 기술. 

스매시와 똑같은 동작으로 취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힘을 빼고 임팩트하여 

셔틀콕을 상대 코트의 앞쪽에 떨어뜨림

- 복식 경기 연습을 하되, 스매시와 드롭샷을 중심으로 연습할 것

▶ 사진과 스포츠2

- 모둠 별 연습 시간에 대기하는 학생은 자신의 휴대폰을 활용하여 친구

의 스매시 및 드롭샷 장면을 촬영 

- 자신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사진을 엄선하여 모둠별 수합 후 교사에

게 메신저로 제출

    

▶ 스포츠 사진전

- 각 학급별 사진 게시판에 학생들의 작품을 게시함

- 사진전을 통한 스포츠 동기부여 및 생활기록부 기재에 활용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스매시와 

드롭샷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모둠 내 

고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제에 적합한 

사진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즐겁되 너무 

산만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피드백을 줄 것

느낀점 및 반성

ü 스매시를 강하게 치고 싶은 욕구가 앞서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

소가 있음. 이에 대한 지속적 주의 및 관심이 필요함

ü 스매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덕분에 멋있는 장면이 자주 연출됨. 학생들이 이러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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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의 헤어핀과 푸시 기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 주제
헤어핀 및 푸시 연습

사진과 스포츠3
차시 8-9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학급별 사진 게시판

휴대폰 (주제에 맞는 사진 촬영하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모둠별 헤어핀 및 푸시 연습

- 헤어핀 : 네트 바로 앞에서 셔틀콕을 살짝 넘기는 기술. 상대방이 공을 위

로 띄우도록 유도하여 우리 팀이 공격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푸시 : 가장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는 기술. 상대방의 실수로 코트의 앞쪽

에 셔틀콕이 높게 올라오면 빠르고 강하게 끊어 치듯이 임팩트하여 득점을 

하는 것

- 복식 경기 연습을 하되, 헤어핀과 푸시를 중심으로 연습할 것

▶ 사진과 스포츠3

- 모둠 별 연습 시간에 대기하는 학생은 자신의 휴대폰을 활용하여 친구의 

헤어핀 및 푸시 장면을 촬영 

- 자신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사진을 엄선하여 모둠별 수합 후 교사에게 

메신저로 제출

     

▶ 스포츠 사진전

- 각 학급별 사진 게시판에 학생들의 작품을 게시함

- 사진전을 통한 스포츠 동기부여 및 생활기록부 기재에 활용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헤어핀과 

푸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모둠 내 

고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제에 적합한 

사진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즐겁되 

너무 산만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피드백을 줄 

것

느낀점 및 반성

ü 복식 경기에서 전위 플레이어는 헤어핀과 푸시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음. 

무조건 강한 스매시만 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욕심을 내면, 동

료에게도 피해를 주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황판단과 배려심을 가질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주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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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핸드셰이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파트너를 배려하며 복식 경기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 주제
핸드셰이크 만나기

모둠별 핸드셰이크 만들기
차시 10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핸드셰이크 영상

휴대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핸드셰이크 소개 및 영상

- 핸드셰이크에 대한 소개 (NBA,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등 해외 스포츠 

스타들의 핸드셰이크 영상)

- 핸드셰이크의 의미와 스포츠에서의 활용 토의

▶ 모둠별 핸드셰이크 만들기

- 모둠 내 자신의 복식경기 파트너와 함께 핸드셰이크 만들기

- 각 모둠의 대표 핸드셰이크 만들기

- 핸드셰이크 동작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기

▶ 모둠별 복식경기 연습

- 복식경기 파트너와 함께 리그전을 대비한 연습하기

- 여러 친구들과 연습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기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명 

선수들의 

영상을 통한 

동기유발

수시로 참고 

영상을 

보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독려할 것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연습할 수 

있도록 

시간분배에 

신경 쓸 것

느낀점 및 반성

ü 핸드셰이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였음. 격려와 칭찬을 

통해 예술적·창의적인 동작 표현이 많이 나왔음

ü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부끄러움 탓에 핸드셰이크를 생략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려는 경우가 

있음.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금씩 시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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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핸드셰이크를 스포츠 경기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여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습 주제
배드민턴 리그전

핸드셰이크 적용하기
차시 11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휴대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핸드셰이크 숙달 및 적용

- 지난 차시에 만든 핸드셰이크 수정 및 최종 완성

- 경기 전·중·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

- 일상생활 및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하기

▶ 배드민턴 리그전

- 리그전 방식 설명(각 모둠별 2인1조, 3복식 경기로 진행, 경기 전 상대팀과

의 오더 교환)

- 1경기 당 21점으로 하며, 11점 선취 시 코트 교대

- 1경기 승리 시 세트점수 1점 획득하며, 리그 전 종료 후 최종스코어로 모둠

별 순위를 결정

▶ 경기 중 멋진 장면 촬영

- 대기하는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심판, 응원단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외의 

학생들은 휴대폰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촬영함

- 작품성이 뛰어난 사진은 학급별 사진 게시판에 게시함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상대팀과 

인사 혹은 

우리팀의 

멋진 득점 

후에

핸드쉐이크를 

활용

모든 

학생들이 

리그전 진행 

방식을 

충분히 

숙달하였는지 

확인해야함

학생들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

느낀점 및 반성

ü 다른 수업시간 및 일과 중에도 핸드셰이크를 즐기는 학생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음. 이것

이 좋은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음

ü 음악의 볼륨이 너무 크면 경기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 상황에 따른 조절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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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여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배드민턴 만화 속에 표현된 예절과 기술을 감상할 수 있다.

학습 주제
배드민턴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1, 2
차시 12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만화(스매시, 야마토의 날개)

활동지(만화 속 예절, 기술 찾기)

휴대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배드민턴 리그전

- 각 모둠별 2인1조, 3복식 경기로 진행, 경기 전 상대팀과의 오더 교환

- 1경기 당 21점으로 하며, 11점 선취 시 코트 교대

- 1경기 승리 시 세트점수 1점 획득하며, 리그 전 종료 후 최종스코어로 

모둠별 순위를 결정

▶ 미술과 스포츠1 (만화 속 배드민턴 예절)

- 만화(야마토의 날개, 스매시) 속 배드민턴 예절에 대한 장면

- 수업에서 배웠던 예절이 만화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찾아보기

    

▶ 미술과 스포츠2 (만화 속 배드민턴 기술)

- 만화(야마토의 날개, 스매시) 속 배드민턴 기술에 대한 장면

- 수업에서 배우고 연습한 기술이 만화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찾아보기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학생들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

만화책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발췌

느낀점 및 반성

ü 배드민턴을 치는 것보다 관련 영상이나 만화를 보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도 있

음. 이들에게 보다 풍부한 참고자료를 소개해 주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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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여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화를 패러디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주제
배드민턴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3
차시 13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만화(스매시, 야마토의 날개)

활동지(만화 속 대사 패러디)

휴대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배드민턴 리그전

- 각 모둠별 2인1조, 3복식 경기로 진행, 경기 전 상대팀과의 오더 교환

- 1경기 당 21점으로 하며, 11점 선취 시 코트 교대

- 1경기 승리 시 세트점수 1점 획득하며, 리그 전 종료 후 최종스코어로 모둠

별 순위를 결정

▶ 미술과 스포츠3 (만화 속 대사 패러디-릴레이 툰)

- 만화(야마토의 날개, 스매시)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면들을 5개의 챕

터로 발췌

- 1개의 챕터마다 약 3~4페이지 분량으로 나누며, 기존에 쓰여 있던 대사를 

지우고 복사하여 모둠별 배부

- 모둠별로 하나의 챕터씩을 선택하고, 주어진 장면을 통해 토론하며 새롭게 

대사를 창작함

- 새롭게 패러디한 대사는 모둠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하며 패러디의 주제

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학생들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

모둠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며, 

패러디 

활동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지시킬 것

느낀점 및 반성

ü 만화를 소재로 하다 보니 간혹 장난스럽게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음. 활동의 목적을 분명

하게 주지시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ü 활동 중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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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여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스포츠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

학습 주제
배드민턴 리그전

미술과 스포츠4
차시 14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사진자료(Leroy Neiman, Graphic Novel sport)

휴대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배드민턴 리그전

- 각 모둠별 2인1조, 3복식 경기로 진행, 경기 전 상대팀과의 오더 교환

- 1경기 당 21점으로 하며, 11점 선취 시 코트 교대

- 1경기 승리 시 세트점수 1점 획득하며, 리그 전 종료 후 최종스코어로 모둠

별 순위를 결정

▶ 미술과 스포츠4 (스포츠미술 작품 감상 및 토론)

- 미국의 예술가 Leroy Neiman, Jace Mctire의 작품 감상

- Graphic Novel의 sports 관련 작품 감상

-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한 뒤 모둠별 토론 및 발표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학생들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

최대한 

다양한 

작품을 

준비하여, 

스포츠가 

표현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독려

느낀점 및 반성

ü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선수의 작품을 보면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 같음

ü 배드민턴을 단순히 칠 때는 잘 느끼지 못했으나, 미술적 표현을 통해 순간 포착된 멋진 장

면을 감상하면서 큰 동기부여가 되는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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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여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배드민턴과 관련한 음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주제
배드민턴 리그전

음악과 스포츠1, 2
차시 15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활동지(스포츠 음악 가사)

영상(루프스테이션, 앤드류황)

휴대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배드민턴 리그전

- 각 모둠별 2인1조, 3복식 경기로 진행, 경기 전 상대팀과의 오더 교환

- 1경기 당 21점으로 하며, 11점 선취 시 코트 교대

- 1경기 승리 시 세트점수 1점 획득하며, 리그 전 종료 후 최종스코어로 모둠

별 순위를 결정

▶ 음악과 스포츠1 (스포츠 음악 개사)

-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음악을 제시하고, 모둠별 곡 선정

- 각 모둠별로 원곡의 가사를 배드민턴과 관련지어 개사

- 새롭게 개사한 곡에 대한 설명과 발표

▶ 음악과 스포츠2 (리듬 만들기)

- 손바닥, 라켓, 박수, 공, 발바닥 등을 다양하게 활용

- 루프 스테이션(loop station)을 활용한 1인 밴드 연주 예시

- 모둠별로 섹션을 나누어 각자의 방식으로 전체 리듬을 만들기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학생들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

MC몽-홈런

SES-달리기

박상민-너에

게로 가는 길

러브홀릭-butt

erfly

리키마틴-the 

cup of life

토니 

브리튼-ligues 

des 

champions

chariots of 

fire

등

느낀점 및 반성

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고자 함

ü 친구들과의 대화 및 참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와 음악을 재치있게 융합한 사례가 많

이 표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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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배드민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포트폴리오로 제작할 수 있다.

전체 수업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

학습 주제
음악과 스포츠3

수업 감상문 쓰기
차시 16차시 / 16차시

수업자료

배드민턴 관련 음원(장범준-꽃송이가, 코가손-배드민턴 등)

휴대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 음악과 스포츠3 (배드민턴 포트폴리오 제작)

- 배드민턴 수업을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활용하여 음악과 함께 포트폴리

오를 만드는 작업

- 본 수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지 안내를 하고, 최종 결과물은 일주

일 후에 제출

- 음원은 교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의 샘플을 활용해도 되며, 필요에 따라 주

제에 맞는 다른 음원을 사용해도 됨

▶ 수업 감상문 쓰기

- 지금까지 함께했던 수업에 대한 소감문 작성하기

-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기능 중심의 체육 활동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고 

느낀 부분들을 중심으로

- 함께 공유해볼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후 토론

▶ 수업 나누기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많은 학생의 의견 고르게 듣기

이번 학기에 

함께한 

수업의 

최종결과물

로서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

그 동안 

함께한 

수업에 

대하여 

떠올려볼 수 

있도록 짧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제시

느낀점 및 반성

ü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결과물이 나왔음

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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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융합 체육수업은 ‘능’에만 편중된 활동을 지양하고, 운동소양의 세 

가지 차원을 고르게 함양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음악과 미술, 그리

고 사진과 같은 예술적 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학습자의 오성(五性)이 

고르게 자극될 수 있다.

배드민턴의 기초 기능, 방법, 전술 등을 학습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함께 수업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운동기능에 대

한 구체적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게시하고 감

상함으로서 심미적 감성과 표현력을 자극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핸드셰이크를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은 음악과 

영상, 그리고 표현활동이 융합된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자

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핸드셰이크를 매개체로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나

아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특히, 체육에 대한 동

기부여, 대인관계, 신체표현 등 운동능과 운동심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배드민턴 관련 만화책을 소개하고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학생들은 자신이 수업에서 배운 기술과 전략 및 예절 등을 만화책 속

에서 찾아보고 비교·분석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만화의 일부분을 

직접 패러디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운동

지에 대한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배드민턴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관련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토론

하는 수업을 하였다.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선수들의 동작을 비

교하면서 더 나은 운동수행을 위한 피드백을 얻었다. 또한 스포츠에 담긴 

예술성을 체험하는 것에 매우 새롭고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학

생들의 운동심에 관련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각 학급별로 정해진 스포츠 DJ들 덕분에, 매 시간은 음악과 함께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개사를 하여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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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음악을 만들고, 운동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듬을 창작해보는 경

험을 하였다. 나아가 자신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음악과 함께 포

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운

동의 능지심 차원을 고르게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수업 방법

공교육 내 수업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

과 특성에 맞추어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구성하며, 학습의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교육부, 2015b).

인문적 체육교육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은 코칭의 

기법적 측면과 심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온전한 호울스포츠(whole 

sport)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효과적인 기법적 차원의 습득을 위

하여 교사는 주로 설명과 시범을 활용하며, 심법적 차원의 습득을 위해 말

투, 열정, 표정, 사랑 등으로 표현되는 간접지도행동을 활용한다(최의창, 

2015).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직접지도행동과 간접지도행동을 명확하

게 구분하는 일은 어렵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표정과 말투를 보인다면, 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기가 모

호할 수 있다(정현우, 2010). 그러나 이론적,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를 분명

하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직접지도행동

교사의 직접지도행동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며, 체육에서는 주로 기법적 측면의 지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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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창, 2006). 본 연구에서는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직

접지도행동은 학습 주제와 활동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설명과 

시범의 형태로 나타났다. 설명은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어떠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밝히는 것이며 주로 언어를 통해 학습자에게 전

달된다(정현우, 2010).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핸드셰이크, 미술과 

스포츠, 음악과 스포츠 활동 등에 대한 내용에서 주로 설명이 요구되었다. 

시범은 직접교수행동에서 체육이 타 교과와 구별되는 요소 중 하나다. 이

는 교사의 운동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수업과 학생에게 상당한 영향

을 줄 수 있다(김기용, 2003). 하이클리어, 드라이브, 헤어핀, 드롭, 스매시 

등 배드민턴의 기초 기능 숙달 과정에서 주로 시범을 활용하였다. 예술융

합 체육수업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적절한 설명과 시범은 학생의 성취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무엇을 하든지 좀 더 착실히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신 것 같아요. 수업 

한번 한번을 애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주면서 하는 것

들이 좋았어요.

(고헨델, 사후 심층면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제일 효과가 있던 것 같아

요. 그냥 글로만 되어 있는 책을 보면 따분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

분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주시고, 중간 마다 질문을 해주셔

서 애들이 대답하고 하다보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참여도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정슈만, 사후 심층면담)

중학교 때는 애들한테 이거해 저거해 그렇게만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은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것저것 재밌는 것들도 많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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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고 그래서 좋았어요. 예전에는 하는 애들만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니까 그게 하려고 하는 애들도 별로 재미가 없고 흥이 덜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막 열심히 하고 참여하니까 의욕이 더 생

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홍드가, 사후 심층면담)

나) 간접지도행동

교사의 간접지도행동은 수업 혹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

도적 측면으로서, 이는 심법적 차원의 지도와 관련이 깊다(최의창, 2006). 

교사의 표정, 말투, 열정, 유머, 사랑 등을 통해 표현됨으로서 학생들은 인

성적 감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바람직한 태도와 성품으로

부터 체육문화를 총체적으로 배우고 운동안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민국, 2007).

연구자는 수업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중심으로 밝은 표정, 친절한 언행,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머, 적극성을 기반으로 한 열정과 같은 모습은 학

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SNS 등을 

활용하여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이 사제지간 신뢰와 친

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쌤이 애들이 실수를 해도 뭐라고 안 하고 격려해주시니까, 서로 비난하

지 않고 사이좋게 해서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고, 제 실력도 좋아

진 것 같아요. 체육시간은 선생님이 좋으셔서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허샤갈,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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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선생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수업을 하는 방식이 애들이 제대로 

안 하면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선생님

은 진짜 인자하신 것 같아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에는 엄격함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편하게 대해주셔서 밝은 느낌인 것 같아요. 선

생님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희한테 너무 친근하게 잘 대해

주고 하셔서 수업 분위기도 확 바뀐 것 같아요.

(최바흐, 사후 심층면담)

무엇인가 하기 전에 제대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운 것 같

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집중도 되고, 알고 하는 느낌. 쌤은 되게 열

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잘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들이 알기 쉽게.

(김엘가,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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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운동소양 변화

운동소양(運動素養, sport literacy)은 각 개인이 스포츠와 관련하여 가진 

기능적, 지식적, 심성적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최의

창, 2018a). 이는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능지심(能智心)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약 1학기 동안 진행된 예술융

합 체육수업을 통해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능·지·심소양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으며,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 능소양 변화

운동소양을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 봤을 때, 운동을 직접 하는 것과 

관련 있는 자질 및 능력은 능소양이다.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기능 수준

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인 측면과 함께 발전을 위한 과

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능소양은 선천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까지는 지도자, 환경, 동료 등에 의해 후천적 발달이 이

루어질 수 있다(최의창, 2018a).

1) 참여도 및 흥미도 증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자고등학생들을 체육 시간에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운동을 잘 할 것이라고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선입

견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으로 나가 남자고등학생들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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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업을 관찰해 보면 교사가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축구나 농구에 몰두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한 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시간이라는 그늘막 아래 공

놀이를 주도하는 몇몇 무리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게임에 참여하거나 혹은 소외되어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

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운동 잘 하고 인기 많은 애들은 조금만 있어도 애들이 공을 주지만, 잘 

못하고 인기가 없거나 하는 애들은 그냥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세워

놓는 거예요. 포지션도 없이 막.

(이고갱, 사전심층면담)

남자애들도 운동하는 애들은 열심히 딱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는 

분위기? 체육관에서 보면 매번 하는 애들은 그냥 재밌게 하고, 앉아서 

쉬는 애들은 뭘 하더라도 그냥 쭉 쉬더라고요.

(김쇼팽, 사전심층면담)

남학생들은 모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신체활동을 좋아할 것이라는 선

입견과 다르게 다수의 소외자 또한 공존한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처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의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자유시간(노는 시간)에서 탈피하여 보다 체

계적이면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수업은 체육에 대한 학생들의 참

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몸으로만 하는 체육 말고.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것들

이 섞여서 다양했던 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무엇인가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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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예술융합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제대로 알려주시고 체계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집

중도 되고, 확실히 알고 하는 느낌.

(김엘가, 사후심층면담)

제일 큰 차이는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 초등학교

나 중학교 때는 참여 안하는 애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참

여하고. 예전에는 서로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누구랑 누구랑 

하라고 정해줘야 겨우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니까.

(정슈만, 사후심층면담)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중학교 때는 애들이 절반 정도는 안 하고 그냥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이번에는 애들이 완전 다 열심히 참여하려

고 하고. 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은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것저것 재밌

는 것들도 많이 가져오시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홍드가, 사후심층면담)

저는 사실 그전에는 체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앉아있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실력이 늘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앞

으로도 더 열심히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허샤갈,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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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남학생들에게는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적 

요소와 융합된 접근이 능소양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체육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였다. 뛰고, 달리고, 던지는 등

의 방식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보고, 듣고, 그리고, 토론하는 등의 접근으로

도 체육을 즐길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이나 미술이랑 같이 섞여서 수업을 했는데, 다른 것들도 더 다양하

게 많이 섞어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훨씬 더 신선할 것 같아요. 애

들도 더 큰 흥미가 생기고, 재밌어 할 것 같고. 체육을 안 좋아하는 친

구가 만약에 미술을 좋아하면 체육에 흥미가 없더라도 미술을 활용해서 

같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엘가, 사후심층면담)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운동에 흥미가 없던 애들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음악의 템포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운동하다

보니까 다양한 동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애들이랑 재밌게 체육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고, 2학기에도 이번처럼 

재밌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몸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몸을 움직이기는 싫어도 그림이나 만화를 좋아하

면 그걸 이용해서 체육을 할 수 있고. 스포츠 미술 작품을 보고 그럴 

때 흥미를 보일 것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은 또 관련 있는 것들 할 

때 좋아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참여도나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홍드가,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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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음악과 스포츠’, ‘미술과 스포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2) 경기수행능력 향상

본 수업에서는 약 6차시에 걸쳐 배드민턴 리그전이 진행되었다. 학생들

은 기존의 수업에서 경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리그전을 경험했다면, 이

번 수업에서는 경기수행과 더불어 예술이 융합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리그

전을 치르게 되었다. 각 학급에서 ‘체육 DJ’를 맡은 학생은 친구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흥을 돋우는 음악을 준비했고, 수업 중 적절한 음악의 활용은 

학생들의 운동수행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김낭규, 2010).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둠원들은 서로의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 속에 담았

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체육관에 설치

된 대형 LCD에서 함께 감상하며 토론하는 활동을 하였다. 축제와 같은 수

업의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경기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다음은 배드민턴 리그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사후면담 내용이다.

예전에 배드민턴을 하면 팀을 나누고 경기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번

엔 같이 핸드셰이크도 만들고 중간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좋았어요. 재

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해도 친구들이 뭐라고 안 하고 격려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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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사이 게 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그러다보

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제 실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허샤갈, 사후심층면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어떤 종목이 하나 있으면, 동작 하나만 연습하

잖아요. 예를 들어 서브면 서브만 계속 치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

게 하나의 동작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예술 분야와 융합도 해보고, 그

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해보니까 훨씬 재밌고 항상 즐거우니까 운동도 더 잘되는 기분.

(박마네, 사후심층면담)

학생들이 서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에는 예술적인 동작이 담긴 모습을 

순간포착하기도 하고, 앞서 배웠던 배드민턴의 기초 기술을 주제로 사진에 

담아내기도 하는 등 함께 공유하고 싶은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졌다. 국가

대표 선수들의 자세 혹은 유명 코치의 레슨 영상을 보면서 배우다가, 자신

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 학생들은 쑥스러워하는 모습이었

다. 그러나 이내 그 모습들을 재밌어하고 향후 경기수행에 동기부여가 되

는 모습이었다. 나아가 진지한 눈빛과 자세로 서로의 동작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경기수행을 위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냥 배드민턴만 칠 때는 제가 어떻게 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됐는지 더 잘 알게 되고, 잘 치는 

애들의 폼은 어떤지 보면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잘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고헨델,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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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니까, 내가 하는 동

작의 어디가 어떻게 잘 못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게 운동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됐어요.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리그전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고, 저는 일단 스매싱을 치고받는 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신체능력도 좀 더 좋아졌고. 아무래도 

사진을 찍고, 그걸 보면서 연습하고 분석했던 것이 도움된 것 같아요. 

사진을 활용해본 게 실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김쇼팽, 사후심층면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 환경은 입시중심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쉽지 않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은 늘 수행평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본 연구의 참여

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은 결국 수업에 대한 참여

와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즐겁고 순수한 마음으로 체육을 즐기

고자 하는 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즐겁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선천적인 신체조건이나 사전학습에 편중된 

기능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이 가진 능지심의 측면을 함께 평가하

되, 참여와 노력의 과정적 측면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림 8] 다양한 모습으로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여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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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소양 변화

1) 다각적 이해

우리가 스포츠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기, 읽기, 쓰

기, 듣기, 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최의창, 2002a). 본 연구

에서는 학생들이 배드민턴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

와 미술 작품을 적극 활용하였다. 다음은 스포츠 미술 작품을 통해 배드민

턴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는 학생들의 심층면

담 내용이다.

배드민턴이 원래 귀족이 즐기던 스포츠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

긴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확

히 알고 무엇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죠.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저는 인지적인 부분이 가장 향상된 것 같아요. 신체적 측면도 향상이 

되기는 했지만, 스포츠의 예술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을 배우

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향상된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라고 해서 배드민

턴만 계속 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을 함께 해보면서 다양한 수

업을 한 것 같아요.

(박마네, 사후심층면담)

예전에는 스포츠의 역사 같은 건 모르고 운동만 했는데, 이번에 배우면

서 배드민턴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 알고 나니까 뭔가 더 친근하게 접근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 처음에 귀족들이 쳤었잖아요. 그걸 

직접 보고 알고 나니까 뭔가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원

래는 체육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와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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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업하면서 더 재밌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김엘가, 사후심층면담)

배드민턴 그림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제일 효과가 있

던 것 같아요. 그냥 글로만 되어 있는 책을 보면 따분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주시고, 중간에 질문을 

해주셔서 애들이 대답하고 하다보면 몰랐던 부분도 잘 알게 되고, 수업

참여도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정슈만, 사후심층면담)

[그림 9] 스포츠미술 작품 감상 및 토론 수업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은 문화적, 예술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놓여있다. 음악, 디자인, 미술, 문학 등 예술 관련 분야에서 그 저력을 발산

하여 왔다. 특히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있는 국가

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스포츠와 관련한 그것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슬램덩크(농구), 

H2(야구), 하이큐(배구), 더 파이팅(복싱), 테니스의 왕자(테니스) 등이 있으

며, 배드민턴을 소재로 한 만화 중에서는 ‘야마토의 날개’와 ‘스매시’가 대

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만화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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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학생들이 배드민턴 경기의 기술, 규칙, 전략, 예절 등을 재밌고 참

신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는 만화책으로 했던 수업이 가장 와 닿았어요. 이해가 빨리 되고, 그

림도 같이 있고 하다보니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드민턴의 룰에 

대해서 헷갈렸던 것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김쇼팽, 사후심층면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하고 재밌게 배우게 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배드민턴 규칙을 잘 몰랐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매너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인사를 어

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나와 있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최바흐, 사후심층면담)

만화를 통해 기술이나 규칙을 배우고 직접 패러디도 해보니까 배드민턴 

기술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고, 직접 쓰면서 다시 그것들을 되돌아보

는 계기가 되니까 확실히 기억과 몸에 더 잘 남았던 것 같아요.

(김엘가, 사후심층면담)

2) 지식의 재구성

국립국어원(2018)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구성의 사전적 정의는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드민

턴의 기술, 규칙, 예절 등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배드민턴 만화 재창작, 미술작품을 통한 역사와 문화 학습 등 다

층적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습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 

보완하고 수정하는 재구성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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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이다.

규칙이나 그런 것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를 들면 처음에 배

드민턴 서브 방법이나 순서 같은 것들,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만화 창작 수업을 하면서는 제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쓰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홍태융, 사후심층면담)

배드민턴 문화나 역사에 대해 대충만 알고 있었지 제대로는 몰랐는데, 

그런 사진이나 미술작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거구나 하고 더 잘 느

꼈어요. 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더 탄탄하게 쌓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고승준, 사후심층면담)

뭔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다양한 스포츠 분야 선수들에 관한 미술작

품도 감상하고, 배드민턴 전술에 대한 것도 보고. 사실 예전에 제가 배

드민턴을 전문적으로 하려다가 그만둬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자

신 있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르게 알고 있던 부분들에 대

해서 고칠 수 있던 것 같아요.

(정건, 사후심층면담)

[그림 10] 만화 ‘스매시’를 활용한 패러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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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력 향상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에 담아내었다. 배드민턴 기능 연습, 리그전, 핸드셰이크, 토론 

활동 등의 수업에서 틈틈이 촬영한 것은 스마트폰 앱 ‘클래스팅’을 활용하

여 다함께 공유하였다. 특히, 기술을 연습하는 시간과 리그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촬영한 장면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체육관 내 대형 LCD에서 다함

께 동작 분석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친구들에게 공개

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원자의 자료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다음은 배드민턴 동작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

면서 느낀 부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야기이다.

배드민턴에서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기본적인 개념들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쳐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경기하면서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

히 체육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게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술 관련 활동

을 하면서 이런 것도 체육의 일부가 될 수 있구나. 신체적으로 활동하

는 것 말고도 이런 것도 체육이 되는구나 느꼈어요.

(고헨델, 사후심층면담)

우리가 직접 활동했던 모습을 찍어서 보니까, 내가 하는 동작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게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게 되면, 다음에 몸으로 수행

하는 데 피드백이 되니까요.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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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소양 변화

1) 설렘과 기다림 지속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은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포츠가 가진 다양

한 문화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고, 학생들은 늘 익숙하게 해왔

던 몇 가지의 종목만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수십 회의 차시는 국가교육과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치 교사와 학생 간  

정해진 무언의 약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진행 방향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

거나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듯 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수업이 계속 진

행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의문은 점차 적극적인 호기심으로 변화하였으

며, 나아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수업에 대해 설렘, 기다림 등으

로 표현하였다.

체육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하는 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네요. 예전에는 맨날 똑같으니까 예상도 되고. 그런데 이제는 수업에

서 다양한 것들을 하니까 기대도 되고. 그러다보니 동기부여도 되고, 

새로운 것들을 보면 빨리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더 체육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저는 정말 2학기 때도 이런 식으로 수업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대

가 막 되더라고요. 여름방학 때도, 이제 2학기에는 무슨 체육 수업을 

할지 또 궁금하고, 엄청 설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체육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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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얘기하면서 계속 더 기다려지게 되고요. 스포츠 만화 같은 것들을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만화에서 캐릭터가 멋지게 나오고 멋있

는 플레이를 하니까. 그런 자세를 저도 완벽하게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더 잘 하고 싶게 되고요.

(이고갱, 사후심층면담)

그전에는 체육이 막 재밌는 과목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체육을 하고 나

면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재밌어서 항상 기다려지게 된 것 같아요. 제

가 땀 흘리는걸 되게 싫어했는데, 이번에 배드민턴을 즐겁게 배우면서 

운동에 조금씩 재미를 알게 됐어요.

(허샤갈, 사후심층면담)

체육 수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만 익히는 게 아니

라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예술 작품들도 감상해 보고. 뭔가 체육에 임

할 때 스스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지금도 그

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김쇼팽, 사후심층면담)

2) 예술적 영감 획득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포츠가 가진 예술적 측

면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핸드셰이크와의 만남, 사진

과 스포츠, 미술과 스포츠, 음악과 스포츠 등에 담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배드민턴의 예술성을 다층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 하는 것에만 국한된 스포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에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다음은 스포츠를 보고, 듣고, 감상하고, 토론

하며 만드는 활동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느낀 참여자들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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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예술품 같은 것들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봤던 그림 중에서 진짜 예술적이라고 느낀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림을 하나 그려보게 됐거든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도 꼭 한 번 보여드릴게요.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모둠별 리듬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놀랐던 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들을 다른 애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진짜 창의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랬고. 체육은 신체활동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활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고헨델, 사후심층면담)

이제 박스의 바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요. 항상 같

은 것만 하면 그 공간 안에서 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같은걸 한 게 아

니라 색다르고 창의적인 걸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든 바깥쪽

도 생각하고 좀 멀리 보게 될 것 같아요. 끈기를 가지고.

(이고갱, 사후심층면담)

[그림 11]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받은 학생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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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끈끈한 교우관계 형성

신나는 음악, 감성을 자극하는 미술 작품과 사진, 그리고 핸드셰이크를 

통한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은 학생들이 서로를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와주었다. 배드민턴 기술을 연습하면서 잘 되지 않거나, 경기가 자

신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유쾌한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다보면 격앙

된 감정도 이내 누그러진다는 학생의 모습도 있었다. 이러한 감정의 평온

함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해도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

할을 해주었던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음악 없이 경기에만 집중하면 게임을 지거나 했을 때, 기분도 나쁘고 

괜스레 화나고 그게 다음 시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왠지 모르게, 다 즐겁게 해줬으니까. 중간 중

간에 흥얼거리게도 되고, 혹시 게임을 지게 되더라도 딱히 기분 나쁘게 

되는 경우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확실히.

(정슈만, 사후심층면담)

정확한 유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근 유명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는 

핸드셰이크가 크게 유행하였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타고 급

속하게 퍼지면서,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미 핸드셰이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있었다. 모둠원들과 함께 서로의 눈빛을 교환해가며 동작을 구성하고 

호흡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

었다. 창의적이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핸드셰이크

는 체육수업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친구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 96 -

친구들하고 핸드셰이크도 하고 그러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던 게 

예전이랑 제일 달랐던 것 같아요. 학기 초에 좀 어색한 친구들하고도 

덕분에 쉽게 말도 걸 수 있었고, 다른 모둠 친구들하고도 해보니까 친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수업시

간 외에도 핸드셰이크를 친구와 만들면 자주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슈만, 사후심층면담)

처음에 핸드셰이크를 할 때는 각자 느끼는 비트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잘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실패도 했

는데, 계속 연습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이 되도 친구들이랑 체육 시간에 했던 얘기를 나누거든요. 이건 잘 했

다, 이건 실수했다, 완전 우린 팀이다 이러는데, 체육 시간에서만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체육 시간까지도 서로 얘기하면서, 기다리면서 

서로 친구끼리 결속력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고갱, 사후심층면담)

본 연구자는 스마트폰 앱 ‘클래스팅’을 활용하여 각 학급별 게시판 및 

앨범에 그들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의 바깥에서도 소통하며 서로의 체육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림 12] 스마트폰 앱 ‘클래스팅’을 활용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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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작의 기쁨 만끽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핸드셰이크 장면을 보면서 

한껏 동기부여가 되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동작을 유심히 

살펴본 뒤 그대로 따라하였지만, 흥겨운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보다 발전

된 동작들을 창작해내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배드민턴 복식 파트너뿐 아니

라 자유롭게 누구와도 어울려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학

생들은 최초에 의도했던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핸드셰이크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 속 하나의 즐거움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친구랑 같이 

핸드셰이크를 하면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좋더

라고요. 일단 무엇인가를 창작해보는 것이 좋았고, 체육과 음악은 잘 

맞는 것 같아서 무엇을 하든 서로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최바흐, 사후심층면담)

음악은 듣기는 하지만 몸으로 무엇인가 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진짜 비트를 느끼고 음악을 느끼려면 몸으로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런데 체육 시간에 융합해서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하니까 스포츠와 

음악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고갱, 사후심층면담)

저는 만화에다가 스스로 창작해서 배드민턴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어보

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것들을 담아보려고 노

력했고, 창의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하고. 다른 종목에도 이와 같

은 만화가 있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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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셰이크를 하고 시작하면 뭔가 모르게 즐겁고, 서로 상대팀 핸드셰

이크에 비해 우리가 더 멋있고 폼난다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재미도 있

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 외에도 친구들이랑 자주 핸드셰이크를 만들면

서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정슈만, 사후심층면담)

[그림 13] 학생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작품

5) 연결고리 형성

사전 심층면담에서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체육은 신체활동이 중심이 되

므로 다른 분야와 연결하거나 융합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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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냈다. 그러나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음악, 미술, 사진과 어우러진 다

양한 활동들을 경험한 뒤 참여자들은 사후면담에서 자신의 달라진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체육을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학생, 기존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재미와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학생, 핸드셰이크를 통해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를 얻은 학생, 그리

고 배드민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평생체육으로의 발전이 될 가능성

을 경험한 학생도 있었다. 또한 평소 체육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자

신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는 수학 과목과 연결 지음으로서 새로운 재미

를 찾아낸 학생의 경우도 있었다.

제가 평소에 운동을 즐기거나 할 때, 원래는 연습만 죽어라 하는 타입 

이었는데요. 이제는 막 관련된 영상도 다양하게 찾아보고 감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스포츠를 훨씬 풍부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다른 분야와 함께 즐기는 방법 같은 것을.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앞으로는 저도 운동경기 같은 것들을 볼 때,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만 

보는 게 아니라 세레모니나 관객들의 응원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더 많

은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쉽게 놓치거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그런 시각이 생

긴거죠.

(박마네, 사후심층면담)

핸드셰이크를 하니까 애들이 아침이 학교에 올 때도 서로 웃으면서 핸

드셰이크를 하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보통 애들이 체육시간 끝나면 끝

이 아니라 다음날에도 계속 핸드셰이크를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아요.

(이고갱,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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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배드민턴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큰 모니터 화면으로 같이 

봤는데, 내 자세가 어떤 점이 잘못되고 그랬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배드민턴이 앞으로 저의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

아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앞으로 다른 종목을 또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바흐, 사후심층면담)

[그림 14] 자신의 관심사인 수학과 배드민턴의 연결고리를 찾은 학생

라. 오성점수를 통해 본 운동소양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소양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뒤, 사전면담과 

사후면담에서 자기평가를 통해 스스로의 운동소양에 대한 점수를 체크하였

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운동소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

증된 도구가 없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권위를 가진 스포츠교육학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원 연구자들과 현장의 저명한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여 이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덜어주었다. 체육오성지수 검사(PIEMSQ)는 학습자의 



- 101 -

체성, 지성, 감성, 덕성, 영성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다섯 가지 자질을 측정

하고자 개발된 도구이다. 이 측정도구는 현재 다수의 체육 수업 실천가들

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치면서 점차 그 적합성을 검증받고 있다. 오성지수의 다섯 가

지 자질은 운동소양의 세 가지 차원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체성

은 능소양과, 지성은 지소양, 그리고 감성과 덕성 및 영성은 심소양과 각각 

연결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측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체육오성점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10명의 참여자 중 9명의 총점은 증가하였으며, 1명의 총점은 감소하였

다. 비교적 변화의 수준이 높은(총점 10점 이상 변화) 경우는 총 5명이었

고, 이들의 점수는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비교적 변화의 수준이 낮은(총

점 10점 이하 변화) 경우는 총 5명이었으며, 이 중 4명은 증가하였고, 1명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운동소양 변화를 파악하고자 심층면담, 현지문

서 등과 더불어 체육오성지수 검사를 활용하였다. 영성의 개념은 학생들이 

명료하게 파악하고 이해함에 있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므로 제외하

였다. 또한 감성과 덕성 점수는 합한 뒤 평균점수를 내어, 이를 심소양으로 

치환하였다. 본래의 검사지가 가진 부분을 본 연구에 맞추어 재구성하였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 얻어진 점수를 운동소양의 변화 정도와 연결하였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오성점수로 표현하였다. 다음의 <표 13>은 연구 참여자

의 운동소양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오성점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 102 -

<표 13> 연구 참여자의 오성점수 변화

이름

사전검사 사후검사

증감

체성 지성 감성 덕성 계 체성 지성 감성 덕성 계

김엘가 32 31 39 38 140 36 31 39 39 145 +5

최바흐 32 31 33 36 132 29 37 36 33 135 +3

김쇼팽 23 18 26 32 99 25 19 30 28 102 +3

허샤갈 13 10 26 37 86 19 15 27 38 99 +13

김고흐 35 22 33 36 126 36 29 35 37 137 +11

이고갱 33 40 36 34 143 39 39 40 37 155 +12

고헨델 32 32 29 32 125 32 33 30 32 127 +2

박마네 29 20 33 28 110 33 26 33 32 124 +14

정슈만 33 25 25 24 107 29 28 24 23 104 -3

홍드가 22 24 29 35 110 29 27 32 37 125 +15

1) 오성점수 증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오성점수의 총점이 증가한 학생은 총 10명 

중 9명이었다. 체성, 지성, 감성, 덕성 각각에 대한 최대점수는 40점 이므

로, 총합의 최대치는 160이다. 총점이 증가한 9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비

교적 많은 증가(10점 이상)를 보인 학생은 5명이었고, 비교적 적은 증가(10

점 이하)를 보인 학생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는 이들의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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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변화를 운동소양의 능·지·심 측면으로 치환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 체육오성점수가 많이 증가한 참여자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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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오성점수 증가의 폭이 비교적 적은 참여자들의 변화 그래프

이다.

[그림 16] 체육오성점수가 적게 증가한 참여자의 변화 그래프

2) 오성점수 감소

체육오성점수의 총점이 감소한 학생은 1명이 있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지소양과 심소양에서는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소양

의 부정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적인 오성점수의 변화는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7]은 오성점수 감소의 폭이 비교적 적었던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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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점수 변화 그래프이다.

[그림 17] 체육오성점수가 적게 감소한 참여자의 변화 그래프

마. 종합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체육오성점수의 목적과 운동소양에 대한 이해를 충

분히 제고시켜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체육오성점수 결과는 학습자의 운동소양 변화

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다소 한계점이 있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체

육오성점수 결과는 학습자의 운동소양 변화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 중 하나

로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한유정(20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와 결과가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체육

오성지수의 타당도가 일정 부분 검증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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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융합 체육수업 요인

가. 내용 요인

1) 다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

치면서 계속 반복되는 수업 내용에 상당한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초

등학교 때 축구와 농구를 배웠는데 중학교에 와서 다시 축구와 농구 수업

을 하는 경우, 심지어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3년 내내 같은 종목만 되풀이 

학습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학교의 물리적 또는 문화적 환경, 또는 교사

의 의지 등 각종 저해요인으로 인해 제한적인 활동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최선

의 노력과 고민을 해보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종목을 보다 풍요롭게 체험할 수 있

도록 수업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치 정형화된 패턴처럼 기초기능 연습, 규칙 이해, 팀 연습 및 경기, 수행

평가로 이어지는 실기 위주의 수업은 이미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스포츠의 역사, 예술, 정신, 규칙, 경기 등에 관한 문화를 단순히 몸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닌, 머리와 온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수업 내

용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이미 배드민턴에 대한 사전경험을 갖고 있었

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배드민턴의 기초기능연습, 규칙이해, 수행평가에 

국한되어 있었다. 같은 배드민턴 종목이지만 학생들이 기존에 생각해 보거

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해, 특히 예술적 요소들과 융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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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식으로 배드민턴을 경험하고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

하였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기존과 다르게 보다 다양한 접근으로 배

드민턴을 경험한 뒤 실시한 사후 심층면담 내용의 일부이다.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적극성도 생기고 평소보다 더 체육을 재밌게 접했

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신체적 능력도 향상 되고. 체육에

도 리듬이 분명히 있는데, 탁구나 농구처럼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들. 

그런 걸 통해 리듬감이 발달하게 되면, 체육도 더 잘하게 될 것 같아

요. 분위기도 잘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다보니까 예술

을 더 좋아하게 되고. 예술을 통해서 스포츠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

우니까, 스포츠도 더 잘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번처럼 이것저

것 많이 하다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던 미술도 스포츠와 관련해서 하니

까 더 좋아지게 될 수도 있고. 수업도 즐겁게 참여할 것 같아요.

(김엘가, 사후심층면담)

저는 수업의 내용 중에서 핸드쉐이크를 하면서 협동심 같은 것을 이런 

방식으로 고취시킬 수도 있고, 파이팅 넘치게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는 것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협동심을 고취시켜서 경기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운동에 흥미가 없던 애들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음악의 템포

에 따라 그게 맞춰서 운동하다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김고흐,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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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학생들의 다양한 능참여, 지참여, 심참여

2) 개방성

예측가능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체육수업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자극이나 느낌을 갖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다채로운 

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된 예술융합 체육수업에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창의력이 자극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즉, 본 수업이 가

진 개방성 측면이 학습자의 운동소양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다음은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개방성에 대해 언급한 참여자

들의 사후심층면담 내용이다.



- 109 -

수업 내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내용들. 이런 

예술융합 활동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운동하고 싶은데 생각했는데, 

또 해보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체

육을 할 때, 이런 측면들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또 언제 이런 것들을 접해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

이 바뀌실 수 있고, 그럼 체육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저한테는 체

육을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고헨델, 사후심층면담)

평소에는 그냥 체육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활동만 생각했었는데, 예술이

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예술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평소 제 생

각으로는 별로지 않을까, 집중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직접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집중도 더 잘되고.

(정슈만, 사후심층면담)

저는 그게 엄청 색달랐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체육은 땀 흘리고 운동하

고 하는 것인데, 미술이나 음악이랑 체육을 함께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엄청 힘들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재밌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왠지 신기하기도 하고요. 왠지 애들도 더 창의적이게 되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고갱,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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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요인

1) 축제성 그리고 문화성

음악과 미술, 그리고 사진 등이 함께 어우러진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김낭규, 2010). 사회성은 인간이 가진 큰 특성 중 하나이며, 청소년기는 이

와 같은 모습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즐겁고 신나는 수

업 분위기는 모든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이다. 다음은 예술융합 체육수업이 내포한 축제성과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이다.

수업의 분위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만들어진 것 같고. 분위

기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저 뿐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면, 싸울 일이 아예 없다고는 못해도 그런 일이 아주 작아지

잖아요. 저만 기분을 좋다고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좋은걸 느

낄 것이고, 그러다보면 서로 기분 좋게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예술적 요소들이 수업의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슈만, 사후심층면담)

일단 다양한 활동의 콘텐츠가 있으니까 애들의 분위기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악을 계속 듣고, 우리가 같

이 직접 음악을 만들어보고 하면서 신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체육

을 훨씬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운동 경기 같은 것들을 

볼 때,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만 보는 게 아니라 세레모니나 관객들의 

응원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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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보통 쉽게 놓치거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박마네, 사후심층면담)

가장 큰 요인은 애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태도와 분위기. 애

들이랑 재밌게 체육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고, 2학기에도 이번처럼 재

밌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몸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

는데, 이렇게 하면 몸을 움직이기는 싫어도 그림이나 만화를 좋아하면 

그걸 이용해서 체육을 할 수 있고. 스포츠 미술 작품을 보고 그럴 때 

흥미를 보일 것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은 또 관련 있는 것들 할 때 

좋아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참여도나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홍드가, 사후심층면담)

[그림 19] 축제와 같은 분위기의 수업 문화

학생들은 ‘미술과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서 같은 모둠에 있는 친구의 

모습을 서로 그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사람의 얼굴을 잘 그려주기 위해서

는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이러한 과정은 서로의 

유대관계를 높이는 촉진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고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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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향상시

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친밀도는 축제와 같은 수업문화의 기반

이 되었다.

[그림 20] 모둠의 친구 모습을 그려주는 학생들

2) 비경쟁성 그리고 협동성

배드민턴은 네트형 경쟁 스포츠로서, 양 팀이 점수를 획득하여 승리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 모둠 내에서는 협동이 요구되며 모둠 간에는 경쟁

이 이루어지지만, 남자고등학생들의 특성상 협동보다는 경쟁적 요소가 훨

씬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칫 과열된 분위기를 

형성하게 만들며, 폭력과 소외 등의 문제 상황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

기도 한다. 본 수업에서는 모둠 간에도 지나친 경쟁보다는 동료의식을 가

질 수 있도록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음악과 

예술 작품은 학생들의 감성을 순화시키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

을 하였으며, 핸드셰이크와 같은 활동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효

과적인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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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팀을 나누고 배우면서 

하니까 서로 같이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단 핸드셰

이크를 하는 데에는 몸의 동작도 필요한데 거기서 음악이나 예술도 다 

합쳐진 거여서. 게다가 거기서 협동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서로의 타

이밍이 맞아야 하고, 조금만 틀려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셰이

크 때문에 팀의 정체성을 만든 것 같아요. 체육시간 뿐만 아니라 바깥

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도 핸드셰이크를 하게 되고, 이게 애들을 모아준 

것 같아요.

(이고갱, 사후심층면담)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랑 같이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하니

까 분위기도 좋고, 애들이 실수를 해도 뭐라고 안 하고 격려해주고, 서

로 비난하지 않고 사이좋게 하니까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실력까지 

좋아진 것 같아요.

(허샤갈, 사후심층면담)

[그림 21] 핸드셰이크를 통해 팀워크를 형성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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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 요인

1) 열정 그리고 성실성

훌륭한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나 환경이 미치는 그것보다도 훨씬 

크다(Malcolm Gladwell, 2009). 특히 관심, 사랑, 유머 열정, 성실함 등과 같

은 교사의 간접지도행동은 학생의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정현우, 2010; 한민국, 2007; 홍연종, 2016). 본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구성

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열과 성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였다. 보다 나은 수업이 되도록 주변의 유능한 동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

고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수업의 질 관리를 하였다. 또한 매 수업마다 적

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 후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 순환적 

수업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운동소양 

변화에 대해, 교사의 심성적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한 면담

의 일부이다.

제가 느끼기에 쌤은 진짜 엄청나게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 

쉽게 말씀해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 확실히 잘 가르쳐주시니까 좋았

어요 그게. 뭐랄까,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엘가, 사후심층면담)

중학교 때 선생님은 애들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

데, 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은 저희한테 이것저것 설명도 잘 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져오시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는 

자료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실기만 했었는데, 자료랑 볼거리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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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해도 훨씬 잘 됐어요.

(홍드가, 사후심층면담)

[그림 22]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교사

2) 배려 그리고 감수성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학생들의 모습과 반응을 세심

하게 살피고자 노력하였다.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수업 내내 학생들에게 주어졌기에, 일반적인 체육수업보다 더욱 

주의 깊은 시선과 감각이 요구되었다. 수업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해 학생

들이 느끼는 감정과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피드백 자료가 되었다. 

사전심층면담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만난 체육

교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꼈음을 고백하였고, 이는 

‘체육교사=딱딱하고 엄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수업이라 하여도, 교수·학습 과정의 핵심

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가진 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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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 배려하면서 섬세한 태도로 다가가는 연구자의 모습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원래 선생님을 따라서 과목을 좋아하는 편차가 심한데, 체육은 선

생님이 좋으셔서 기다려지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배워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를 계속 자세하

게 많이 알려주셔서, 서브나 스매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득점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애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따라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아요.

(허샤갈, 사후심층면담)

저는 선생님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번에 고등학교에 와서 

만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너무 친근하게 잘 대해주고 하

셔서 분위기도 확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같

은 것도 나눠주셨고, 그걸로 배우면서 체육을 더 잘 알게 됐고요.

(최바흐, 사후심층면담)

앞서 ‘연구자로서의 지도교사’ 부분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자는 체육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음악과 미술을 공부하고 감상하면서 예술소양을 쌓고자 노력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그리고 교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낀 

교사의 예술소양에 대해 무지개에 비유하여 표현한 학생의 이야기가 있었

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육교사의 이미지를 탈피하게 되면서 그로

부터 느낀 것에 대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참여자가 있었다. 참여자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교사는 수업 직후 곧바로 느낀점을 반성일지에 기록

하여 추후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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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한 마디로, 무지개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지개

는 색깔이 다 달라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나오고, 

노란색과 주황색을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나오잖아요. 엄청 색다르고, 

그런 것들을 또 융합할 수 있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색이 나올 수 있

게 되고, 보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무지개가 다양한 색

으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경험한 수업이 그렇게 서로 연결 되서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고갱, 사후심층면담)

[그림 23] 연구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및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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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업의 구성과 실천, 운동소양 변화 과정 및 요인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세 가지로 설정된 연구문제를 중심

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의 교육적 의의를 논의함으로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가. 예술융합 체육수업 구성과 실천에 관한 논의

체육수업에는 교사의 교육철학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한다. 무엇을, 어떻

게, 왜 가르쳐야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성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칫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 학생들의 활동 그 자

체만으로 체육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

사는 자신의 교육적 의도를 수업에 분명하게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최의

창, 2015). 적절한 피드백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순한 기능습

득을 위한 수업 또는 자유 시간으로서의 수업에 그치게 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 전체를 예측하여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수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접근

이 될 수 있다(조기희, 2015).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원리는 ‘배움이 있

는 수업’, ‘즐거움이 있는 수업’, ‘소통이 있는 수업’으로, 세 가지의 구성 

원리는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 및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

는 소프트스킬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남자고등학생들의 긍정적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함으로서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국

가교육과정 및 21세기 역량에 부합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수업을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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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수년에 걸쳐 체육과 예술 교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

으며,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는 이미 오랜 기

간에 걸쳐 체육 및 예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최의창, 2015). 특히 

외국의 경우는 각 분야를 단절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타 교과와의 융합을 

통해 통합적 예술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석문주, 최은식, 최미영, 2010).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예술 체육 교육의 흐름이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정서순화 등 인

성교육에 한하여 이루어져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 중에서 최현성(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융합인재

교육(STEAM)이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태도와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천, 임수원, 전원재(2018)의 연구에서는 자유

학기제 시행에 따른 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

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어떻게 실천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결과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후자의 연구에서는 문제점 지적과 그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낭규(2010)의 연구는 고등학교 체육수업에 하나로수업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조연우(2013)는 융합형 학습체험이 여자고등학생의 

체육수업 인식 및 참여 변화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한유정(2017)의 연구 결과도 인문적 융합체육수업이 학습자의 운동소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지향점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된 예술융합 체육수업

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실천함에 있어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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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첫째, 학생 차원이다. 금방 싫증을 내고 자극적인 것을 선호

하는 남학생들의 특성상 예술융합 체육수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따금씩 나타나는 학생들의 방해 행동은 원활한 

수업의 흐름을 가로막기도 하였다. 둘째, 교사 차원이다. 기능 중심의 수업

에 익숙한 주변 동료교사들은 예술융합 체육수업에 대한 의구심을 자주 드

러내었다.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며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양과 좋은 수업은 비례한다는 논리이다. 셋째, 환경 차원

이다. 교사의 주 업무는 수업연구 및 학생지도가 되어야함이 마땅하지만, 

각종 공문서와 기타 업무 등으로부터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주객이 전

도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어려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학생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쉬

는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그들

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다. 권위를 앞세운 다그침은 당장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학생

들에게 운동소양과 역량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사 자신의 소프트스킬 역

량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동료교사 관련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수업을 이끌어갈 지구력이 중요

하였다. 환경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조가 필요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변 교사와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협동함으로서 무

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나.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에 관한 논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체육수업에서 경험한 것들이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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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았으며, 중복으로 배운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에서 축구와 농구를 배우고 중학교에 와서 또 축구와 농구를 배우는 것이

다. 각 학교의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같은 종목을 배

우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세부 학습 내용까지 반복된다면 학생 입장

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기 초에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여 그들의 사전경험

과 인식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핵심교사 ‘조스타’는 ‘1류 교사는 1월부터 수업준비를 하고, 

2류 교사는 2월부터 수업준비를 하며, 3류 교사는 3월에 개학한 뒤에 수업

을 준비한다’고 표현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능중심, 그리고 노는 분위기

의 수업에서 벗어나 예술융합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소 어색함

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은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능력

이 뛰어나 수업시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을 방치하게 되면 체육수업은 이와 같은 몇몇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아

가게 되며, 자칫 교육과정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교사

는 능소양이 뛰어난 학생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체적인 수

업 목적과 부합하는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균형감을 발휘해야 한다.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체육시간에 능소양만이 아닌, 지소양과 심소

양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서 학생들은 체육에 대해 보다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었다. 평소 운동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다

양한 방식으로 체육에 접근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는 스포츠문화에 

대한 입문으로 이어지게 된다(최의창, 2013). 학교 체육은 운동능력이 뛰어

난 소수의 몇몇 학생들에 편중된 관심을 넘어, 다수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평생에 걸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스포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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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자고등학생들의 체

육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스트레

스도 주요한 원인이지만, 남자고등학생들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서열과 경쟁, 난폭함, 소외 등의 일탈 현상들이 

산재되어 있다. 반면, 여학생들의 체육에서는 남학생들의 그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최근 여학생 체육에 관한 다수의 연구(이옥선, 전세명, 

2012; 이정민, 박정준, 2012; 장효영, 2015; 정겨운, 2015; 조연우, 2013; 홍

연종, 2016) 및 관련 정책(교육부, 2013;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 서

울특별시교육청, 2017)이 수행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력함보다는 부드러움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이를 스포츠우먼십(sportswomanship)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최의창, 2018b). 남자고등학생 체육에서 앞으로 더

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다. 교사의 운동소양에 관한 논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의 운동소양과 학생의 운동소양 사

이에는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습자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요인으로 나타난 열정, 성실, 배려, 감수성 등은 기능적 수

준이나 내용적 지식보다는 심성적 측면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기법적 차원의 지도뿐 아니라 심

법적 차원의 지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최의창, 2006). 바꾸어 말하면 심성적 자질을 포함한 교사의 운동소양 수

준에 따라 학생의 발달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운동소양의 고른 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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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예술융합 체육수업 연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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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

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구성하여 실천하고, 운동소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며,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남자고등학생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

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에서 변화되는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에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연구 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및 실천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바탕

으로 해야 하며 남자고등학생들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특성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예술융합 체육수업의 구성 목적은 남자고등학생들의 긍정적 운

동소양 변화를 통해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함에 있다. 구성 원리는 연구 참

여자들과의 심층면담, 전문가 협의, 그리고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배움

이 있는 수업’, ‘즐거움이 있는 수업’, ‘소통이 있는 수업’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총 16차시의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배드민턴 만나기’, ‘개성 

표현하기’, ‘기술 연습하기’, ‘미술과 스포츠’, ‘음악과 스포츠’, ‘모둠별 핸

드셰이크 만들기’ 등의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방법은 크게 교사

의 직접지도행동과 간접지도행동으로 구분되었으며, 상황에 맞추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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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요소를 적절하게 혼용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요소가 강조되는 일반

적인 체육수업과 구분되는 점으로, 특히 예술융합 체육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심성적 측면이 주목되었다.

둘째,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은 능·지·심의 

차원에서 모두 변화가 나타났으며, 오성점수의 사전·사후 측정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능소양 변화는 참여도 및 흥미도 증가, 경기

수행능력 향상으로 구분되었다. 지소양 변화는 다각적 이해, 지식의 재구

성, 분석력 향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심소양 변화는 설렘과 기다림 

지속, 예술적 영감 획득, 끈끈한 교우관계 형성, 창작의 기쁨 만끽, 연결고

리 형성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에 걸친 오성점수 측정을 통해 9명의 참여

자는 운동소양의 증가를, 1명의 참여자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9명 중 5명은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4명은 적은 폭의 증가를 보였다. 오성점수의 감소

를 보인 1명의 참여자는 지소양과 심소양에서 상승하였으나, 능소양 감소

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다

양한 사전 경험, 예술소양, 운동소양 수준에도 불구하고 오성점수 변화는 

일정하게 나타났다. 오성점수를 활용하여 운동소양의 변화를 확인한 한유

정(20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념

적인 정리를 위해 능·지·심소양의 변화를 구분하여 제시했지만, 실제로 학

습자의 운동소양 변화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구자

는 이에 대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셋째, 남자고등학생의 긍정적인 운동소양 변화를 이끄는 예술융합 체육

수업 요인은 내용, 환경, 교사 차원으로 구분되며 이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

용할 필요가 있다. 내용 요인에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있다. 대부분의 참여

자들은 기존에 기능중심 및 동일 종목의 반복학습 등으로 체육 수업을 경

험하였으며, 이는 체육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해 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운동소양의 고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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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음악 및 포트폴리오 등

을 창작하는 과정으로부터 창의력이 자극되고 스포츠에 대해 확장된 인식

을 형성할 수 있었다. 환경 요인으로는 축제성과 문화성, 비경쟁성과 협동

성이 있다. 학습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적 요소들은 늘 즐겁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경쟁과 다툼보다는 협력과 배려심이 

강조되는 수업은 함께하는 문화를 형성되는 데 주요인이 되었다. 교사 요

인은 열정과 성실성, 배려와 감수성이 있었다.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가

르치며 먼저 다가가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은 학습자의 운동소

양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권위를 앞세운 수직적 관계의 지도가 

아닌 수평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을 배려하고, 풍부한 감성을 가진 교사로부

터 학습자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진행된 예술융합 체육

수업은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수업에 대해 가진 기존의 편향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보

다 큰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예술 및 문화로서 체육을 즐기고 경험하였다. 

신체를 활용하여 체육을 직접 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머리와 마음으

로도 함께 보고, 듣고, 만들고, 느끼는 등의 풍부한 간접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은 남자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함양에 이바지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운동향유력(運動享有力)을 체화시킴으로서 평생체육으로 연결되는 밑바탕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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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가. 예술융합 체육수업 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남자고등학생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특성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남자고등학생들은 발달 단계적

으로 사춘기를 지나 성인기의 전 단계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외관상으로

는 성인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특히,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미숙한 측면이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예술융합 체육수

업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기존의 체육수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

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호기심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남학생들

은 짧은 시간 만에 흥미를 잃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방식을 요구하

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부 남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교사는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한다. 수직적 권위를 바탕으로 무조건적

인 지시와 이행을 요구하면, 학생들의 마음을 쉽사리 얻어내지 못할 것이

다. 학생들이 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그들

과 소통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어도 교

사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훌륭한 본보기로서 교사는 운동소양을 포함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운동소양과 학생의 운동소양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의 체육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심성적 차원

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실천함

에 있어 교사가 먼저 예술과 체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학

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평소 콘서트,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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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

서든 양질의 예술작품을 보고, 듣고,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약간의 노력만 

기울여도 어렵지 않게 이러한 활동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업의 실천에 수반되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기존의 체육수업과는 다소 상이하게 진행되는 예술융합 체육수

업에 대해 학생은 물론이고 주변의 동료 교사들도 의구심을 표현하는 경우

가 많다. 다소 낯선 문화적 환경에 대해 그들이 납득하고 익숙하게 받아들

일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닌 긴 안목의 설명과 이해의 장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예술융합 체육수업과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돕고,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도서, 음악, 

작품 등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주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교사에게는 수

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업무이지만, 때로는 수업 외의 각종 기타 업

무로부터 시달려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가 발생한다. 한 개

인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굴복하며 

그저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상의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하고, 주변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 문제점을 혼자서 한 

번에 해결하려 달려들다 보면 금방 지치고 의욕을 잃어 자칫 슬럼프에 빠

질 위험이 있다. 넓고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여유와 인내심을 갖고 바라보

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의 예술융합 체육수업 사례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선정된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사전 경험, 예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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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소양 수준 등 최대한 다양한 인적 조건이 설정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를 통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지역, 학교급, 인원 

등 물리적·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본 수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남자고등학생들

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더 좋은 수업 아이디어와 방법, 그리고 요인 등

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발전적이고 풍부한 예술융합 체육

수업을 현장의 교사들과 공유하여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예술체육 융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현장과 연결

시킬 수 있는 실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된 연구 및 보고서 등에 의하면 

예술과 체육의 융합은 학습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이 

다수 입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이론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천 관련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남자고등학생의 체육수

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이론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와 논의 등을 바

탕으로 이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면 상호 간 타당도를 확보하고 건

설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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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면담학생용)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면담학생용)

연구 과제명 :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정 원 석(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소속의 정원석

연구원(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 / 00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질문이 있다면 주저하

시지 말고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주시길 바라며, 항상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

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자 주도적이고, 신체활동의 총체적 체

험을 경험할 수 있는, 융합적 체육수업을 구성 및 적용할 것입니다. 궁극적으

로는 일상에서 체육문화를 향유하는, 운동소양을 갖춘 행복한 어른으로의 성

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술융합 체육수업은 평소 연구자가 담당하는 정규 체육수업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체육수업에 예술적 요소(음악, 미술, 사진 등)를 함께 

융합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감수성과 표현력 등이 함양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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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본교의 1학년 학생 10명이 참여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귀하를 대상으로 체육수업 사전경험, 예술융합 체육수업에 관한 사전 심층

면담을 4월~5월 사이에 1회 실시합니다. 면담시간은 약 30~50분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2) 귀하를 대상으로 예술융합 체육수업 및 그를 통한 자신의 신체적·인지

적·정서적 변화에 관한 사후 심층면담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회 실시

합니다. 면담시간은 약 30~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3) 사전/사후 심층면담 장소는 귀하가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활동 장소(학교) 

또는 귀하가 직접 선정한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4) 참여관찰은 연구자의 수업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자는 예술융합 체

육수업에서 연구 참여자의 모습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자 할 것입

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구자의 관찰일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5) 수업 중 연구 참여자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

를 구한 뒤에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로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이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 4월부터 시작되며 4~5월 중에 사전 심층면담 1회, 10~11월 중에 사

후 심층면담 1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사전/사후심층면담은 약 30분~50분 정도

로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사전 동의를 

거쳐 수업 중간에 수시로 진행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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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구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불편함, 불쾌감, 피로도 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심층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연구 참여자가 심층면담 도중 

불편함 등을 표현한다면 즉시 멈출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와

의 협의를 통해 기관 내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인적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체육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정원석 연구원(000-0000-000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

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사진 및 기타 이

미지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

자이크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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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

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

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에 따른 별도의 대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

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정  원  석          전화번호:     00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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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

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

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

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 만 18세 이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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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법정대리인용)

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법정대리인용)

연구 과제명 :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정 원 석(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소속의 정원석

연구원(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 / 00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질문이 있다면 주저하

시지 말고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주시길 바라며, 항상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

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자 주도적이고, 신체활동의 총체적 체

험을 경험할 수 있는, 융합적 체육수업을 구성 및 적용할 것입니다. 궁극적으

로는 일상에서 체육문화를 향유하는, 운동소양을 갖춘 행복한 어른으로의 성

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술융합 체육수업은 평소 연구자가 담당하는 정규 체육수업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체육수업에 예술적 요소(음악, 미술, 사진 등)를 함께 

융합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감수성과 표현력 등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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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본교의 1학년 학생 10명이 참여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귀 자녀를 대상으로 체육수업 사전경험, 예술융합 체육수업에 관한 사전 

심층면담을 4월~5월 사이에 1회 실시합니다. 면담시간은 약 30~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 귀 자녀를 대상으로 예술융합 체육수업 및 그를 통한 자신의 신체적·인

지적·정서적 변화에 관한 사후 심층면담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회 실

시합니다. 면담시간은 약 30~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3) 사전/사후 심층면담 장소는 귀 자녀가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활동 장소(학

교) 또는 귀 자녀가 직접 선정한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4) 참여관찰은 연구자의 수업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자는 예술융합 체

육수업에서 연구 참여자의 모습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자 할 것입

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구자의 관찰일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5) 수업 중 연구 참여자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

를 구한 뒤에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로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이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 4월부터 시작되며 4~5월 중에 사전 심층면담 1회, 10~11월 중에 사

후 심층면담 1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사전/사후심층면담은 약 30분~50분 정도

로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사전 동의를 

거쳐 수업 중간에 수시로 진행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 자녀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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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귀 자녀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구 책

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불편함, 불쾌감, 피로도 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심층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연구 참여자가 심층면담 도중 

불편함 등을 표현한다면 즉시 멈출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와

의 협의를 통해 기관 내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 자녀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자녀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인적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체육교육의 발전

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 자녀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 또는 귀 자녀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정원석 연구원(000-0000-000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

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사진 및 기타 이

미지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

자이크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



- 149 -

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

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

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 자녀의 연구 참여에 따른 별도의 대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

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정  원  석          전화번호:     00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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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

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

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

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 만 18세 이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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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사전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3. 학생용 사전 심층면담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

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체육수업의 

발전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운동소양 함양

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업 연구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연구책임자 : 정원석 (000-0000-0000)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난에 V표 하거나,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교 : (          )고등학교 

3. 학년 : (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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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수업 사전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초·중)학교에서 경험했던 체육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 위의 응답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징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 남학생 :

- 여학생 :

▷ 지금까지 경험했던 체육수업에서 가장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경험을 들어 말해주세요.

- 만족 :

- 불만족 :

▷ 불만족했던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체육수업을 통해서 더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더 배우고 싶은 것 :

- 이유 :

▷ 이제까지의 체육수업 중 직접적으로 운동하는 것 외의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 고등학교 체육 수업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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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 융합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음악, 미술, 사진과 함께 어우러진 체육 수업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땠는

지, 없다면 어떨 것 같은지요?

▷ 체육수업에서 예술적인 요소(음악, 미술, 사진 등)를 적용한다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음악, 미술, 사진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음악 : ⑤ 매우 좋아함   ④ 좋아함   ③ 보통   ② 싫어함   ① 매우 싫어함

- 미술 : ⑤ 매우 좋아함   ④ 좋아함   ③ 보통   ② 싫어함   ① 매우 싫어함

- 사진 : ⑤ 매우 좋아함   ④ 좋아함   ③ 보통   ② 싫어함   ① 매우 싫어함

▷ 음악, 미술, 사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

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적어주세요.

▷ 체육과 예술(음악, 미술, 사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공통점 :

- 차이점 :

▷ 체육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는 활동(뛰기, 달리기, 던지기 등)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음악, 미술, 사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체육수업에서 다른 교과 혹은 분야와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 만약 여러분이 체육선생님이라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나요?

※ 지금까지 많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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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사후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4. 학생용 사후 심층면담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

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체육수업의 

발전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운동소양 함양

을 위한 예술융합 체육수업 연구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연구책임자 : 정원석 (000-0000-0000)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난에 V표 하거나,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교 : (          )고등학교 

3. 학년 : (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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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다른 체육수업과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수업내용 :

- 수업방법 :

- 교사의 태도 :

- 수업 분위기 :

▷ 예술체육 융합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가장 좋았던 것 :

- 이유 :

▷ 예술체육 융합수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 :

- 이유 :

▷ 예술체육 융합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 ‘내가 경험한 이 수업은 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이유 :



- 156 -

◎ 자신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자신이 어떠한 생각 혹은 태도로 수업에 참여했는지 적어주세요.

▷ 예술체육 융합수업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 체육을 하는 것(신체적) :

- 체육을 아는 것(인지적) :

- 체육을 느낀 것(정서적) :

▷ 예술체육 융합수업의 전과 후, 체육에 대한 나의 소양에 스스로 점수(10점 만점)를 준

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수업 전 :

  이유 :

- 수업 후 :

   이유 :

▷ 만약 이 수업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줄 건가요?

▷ 만약 여러분이 체육선생님이라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나요?

※ 지금까지 많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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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Process of Change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Sport Literacy through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Wonseok Je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changing sport 

literac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By organizing and implementing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to foster sport literacy for male high school 

students,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sport literacy changes by examining 

the process. The research questions are, first of all, how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es for male high school students are 

organized and practiced, second, what sport literac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that is changed in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is, 

and how the process of it occurs, third, what factors affect the change in 

sport literac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12 months from January 2017 to January 

2018 as a qualitative study method and was proceeded in the form of a 

participatory action study and case study based on the socialist paradigm. 

The procedures of the study were analyzed, designed, developed, execut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ADDIE model. Development principl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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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expert consultation, and in-depth 

interviews, and then an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was 

organized. Ten male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rough 

voluntary consent, and the data collection consisted of in-depth interviews, 

follow-up interviews, participating observations, and an index test.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 comprehensive analysis procedure,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were secured through verification by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The researcher complied 

with research ethics based on the approval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composition and practice of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es are as follows. The principles of 

composition were 1) classes with learning, 2) classes with enjoyment, 3) 

classes with communication. Based on these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were presented. Whole person was set as a objectives, composed of 16 

classes with badminton, and teachers ' direct and indirect guidance actions 

were utilized properly.

Second, the changes in sport literac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art convergence class were 1) change in sport skills, 2) change in sport 

knowledge, 3) change in personalities. The students who had changed sport 

skills showed an increase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sport. The students 

who had changed sport knowledge showed varying amounts of 

understanding, reconfiguration of knowledge, and improved analytical skills in 

sport. The students who had changed personalities showed continuation of 

excitement and waiting, gaining artistic inspiration, building close friendships, 

enjoying creative pleasures, and forming connections in sport. Conceptually, 

changes in sport skills, knowledge, and personalities were divided, but 

actually changing usually occurred in combination. Out of 10 participants in 

the research, 9 were found to have had positive changes in their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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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while 1 was slightly reduced due to a decrease in sport 

skills(although, sport knowledge and personalities were increased). The 

researcher could identify the possibility that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c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changes in sport 

literac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Third,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e in sport literacy were 

derived from 1) content factors, 2) environmental factors, and 3) teacher 

factors. Content factors were characterized by diversity and openness. 

Diversity is derived from a variety of classroom contents experienced by 

students, meaning that openness stimulates creativity and creates new 

perceptions. Environmental factors emerged as festivity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cooperation and non-competitiveness. Festival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from the atmosphere of fun and exciting class, 

and the cooperative and non-conflicting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from 

the atmosphere of mutual consideration without dispute. Teacher factors 

were shown to be passion and sincerity, consideration and sensitivity. 

Passion and sincerity were derived from the appearance of the teacher who 

is always passionate and sincere, and the consideration and sensitivity of a 

delicate and caring teacher.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composition and 

practice of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should be based on 

the link with the curriculum and the physical,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s a distinction between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from 

the general physical education class, particularly in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the mental aspects of both teacher and students 

were noted. Second,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showed 

changes in the sport literac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skills, 

knowledge, and personalities, and some parts of the PIEMSQ(phys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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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ity, emotionality, morality, spirituality quotient) were also verified 

through preliminary and post measurement. In particular, since most changes 

in sport literacy occur in combination, researchers need to carefully observe 

them. Third, the factors that lead to the change in positive sport literac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are divided into content, environment, and teacher 

level and need to be understood and applied correctly.

Finally, in terms of the practice of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first of all, close communi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ased on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Second, as an example, teacher 

needs to pay attention and makes effort to develop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cluding sport literacy. Third, wide and long 

breathing and patience are needed to overcome environmental constraints 

that accompany the practice of teaching. To suggest in terms of follow-up 

research, first, case studies of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under various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re required. Second, a practical 

studies are needed to link theoretical research on the educational effects of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Keyword : the art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male high school 

students, sport literacy, 2015 national curriculum, core competence

Student Number : 2015-2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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